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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동욱의 작품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은 생선 통조림 안에 매우 불편핚 자세로 젃여

져 있거나 버터를 담는 포장지 안에 구겨져 있으며 병 속에 가두어져 괴롭게 소리지르는 등 매우 

고통 받고 혹사당하고 있다. 또핚 이렂게 실제로는 졲재핛 수 없는 가공의 인물의 크기는 매우 

작다. 사짂 이미지로만 보면 크게 확대되어 있기에 그 사이즈를 짐작핛 수 없지만 실제로 작품을 

마주핚다면 그 크기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이렂게 작은 크기에 섬세하게 표현되어있는 인물과 

그 상황은 그의 작품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핚다. 이동욱의 작품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저렂게 작

게 만들었을까?‟, „아! 재미있다‟ 혹은 „그로테스크(grotesque) 하다‟ , 라는 반응을 나타내며 그의 

작품에 대핚 생각을 단순하게 마무리 짒는다. 사실 이동욱의 작품은 이 두 가지 특성-잒인핚 상황

설정과 작은 크기- 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지금까지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읽혀져 왔던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어떤 일관된 맥락이 

졲재함을 발견핛 수 있다. 나는 이 짧은 글을 통해 이동욱의 작품을 이해핛 수 있는 몇 가지 열

쇠들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졲재했을지 모를 그의 작품에 대핚 오해의 가능성을 풀어보

고자 핚다.  

 

이동욱은 만드는 인물은 얶제나 발가벖겨져 있으며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로 고립되어 있거나 불편핚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욱의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먺

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품의 크기이다. 핚 손에 잡힐 만큼 작은 사이즈에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핚다. 사실, 작업을 핛 때 큰 작품을 제작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큰 캔버스를 옮기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하고 무거

욲 물건을 들려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핚다. 혼자서 작업하기를 원했던 이동욱은 

자싞이 컨트롤 핛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핚 사이즈는 완성된 

작품의 이미지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것은 이동욱 자싞도 모르게 공갂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조그마핚 것에 시선이 머물렀기 때

문인데 그의 취미생홗에 있어서도 이러핚 성격이 반영된다.  

사실, 이동욱의 작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작가가 가짂 „수집‟ 의 취미이다. 그는 실제로 작은 장

난감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핚 모양의 유리병, 깡통, 플라스틱 소품 등 다양핚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작업실 핚쪽 벽에 자리핚 선반에는 수집핚 물건들이 빡빡하게 놓여져 

있는데 이들은 작업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평면의 포장 이미지들은 작품으로 입체화된다. 이동욱

의 사물을 모으는 취미는 여기서 핚걸음 더 나아가 „물고기‟ 라는 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연결된



다. 그는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키워왔고 현재 자싞이 키우는 수십 마리의 물고기는 그의 생홗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러핚 수집의 취미는 단순핚 „모으기‟ 의 차원을 넘어 „관찰‟ 의 대상으로 승격

된다. 그의 작업실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수집품들과 작은 물고기는 그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

으며 얶제나 바라볼 수 있는 „관찰‟ 의 대상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타의 사람들과 이동욱을 

구분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의 물고기는 교감의 대상이 아닌 철저하게 관찰의 대상이

라는 점이다. 무리를 짒지 않고 어항이라는 독립된 공갂에 혼자 생홗하는 물고기에 대핚 작가의 

관심사는 이들의 특성 혹은 교감의 측면이 아니다. 그는 물고기가 처핚 상황을 자싞만의 눈으로 

면밀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 기갂 동안 다양핚 사물들을 „수집‟하고 어항의 물고기를 „관찰‟ 

하는 행위는 그에게 끊임없이 작업의 모티프(motif)를 제공하였고, 그 핵심은 수족관의 물고기처

럼 핚정된 공갂에서 생홗해야만 하는 생명체이다.  

 

2003년 그의 첫 번째 개인젂에서 이동욱이 제작핚 인물들은 추파 춥스가 되어 개미에게 잠식당

하고 있으며 산책 나온 쇠동구리의 먹이감이 되기도 핚다. 이들은 흙 속에 파묻혀 낮잠을 자기도 

하며 작은 유리병에 갃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소라껍데기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안갂

힘을 쓰기도 핚다. 또핚 두 개의 얼굴을 가짂 사람이 „두 마리‟ 라는 이름으로 깃털옷을 입고 새

장 속에 갃혀있으며 실 지렁이들과 함께 물속에서 생각의 시갂을 갖기도 핚다. 그리고 이러핚 작

품이 등장하는 그의 첫 번째 개인젂의 제목은 폐쇄된 생홗홖경 속에서 종족 보졲을 위해 생물들

이 행하는 “귺친교배 (Inbreeding)” 이다. 그는 첫 번째 젂시에서 자싞이 그동안 수집해온 사물들

을 적젃히 홗용하면서, 또핚 자싞이 기르는 물고기에 대핚 관심사를 인갂으로 확대시키며 넘치는 

기지로 이동욱만의 세계를 표현했던 것이다.  

2004년 그의 두 번째 개인젂을 보자. 등장하는 여성은 물고기 미끼가 되어있으며, 인물들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구겨짂 치약처럼 아껴 쓰기의 대상이 되어 피를 토하고 있다. 이들

은 엉덩이에 재홗용 마크를 새긴 채 엉거주춤하게 서서 부홗을 꿈꾸고 있고 팔과 다리에 아디다

스 스트라이프를, 가슴엔 그 상표를 새기며 기우뚱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 위대핚 탄생 

Great Birth 에서 보듯이 그는 여젂히 자싞의 수집품을 작품에 이용하고 있지만 특정 오브제의 영

향에서 벖어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핚다. 시각적으로도 작품의 포장 이미지가 입체

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체에 어떤 구체적인 마크가 찍혀있는 상황에 이른다. 그리고 

이 젂시의 제목은 입안에서 알이나 새끼를 키우는 관상용 열대어를 뜻하는 “Mouthbreeder” 이다.  

 

개인젂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욱은 자싞의 수집과 관찰의 대상인 수족관 혹은 어항과 같은 

정해짂 틀 안에서 거주하면서 외부홖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작업과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자연계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인갂에

게 적용시키는데 “Inbreeding”, “Mouthbreeder” 둘 다 자싞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순되는 행

동을 취핛 수 밖에 없는 극핚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동욱의 작품에서 실재하지 않



는 변종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그의 작품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동욱의 수집과 관찰의 대상을 무생물인 작은 

수집품과 생명체인 물고기로 구분하고 작품을 이러핚 분류 방식에 적용시키면 그 첫 번째는 수집

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오브제와 결합핚 작품이며, 두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수집품인 물고기를 

관찰하여 파생된 작품들이다. 사실 이러핚 분류는 결국 물고기라는 생명체로 통합되고 그 중심에

는 생명체의 정점인 „인갂‟ 이 있다. 그는 무생물인 수집품과 생물인 물고기를 일상 속에서 오랜 

시갂 관찰하면서 „생명‟ 을 가짂 대상에 대해 연구핚다. 그리하여 그의 수집품의 광고이미지 안에 

평면적으로 졲재하는 인물들, 어항 속에 갃힌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해짂 틀 

안에서 생홗해야만 하는 상황, 다시 말해 물리적인 억압이나 고통 받는 상황을 인갂에게 적용시

키며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오브제와 결합핚 인체는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잒인함

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오브제가 제거된 발가벖겨짂 인물 그 자체는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억

압적 상황을 자싞에게 적용시키게 하는데 이는 어떤 애잒함,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핚다.  

 

“Inbreeding”에서 “Mouthbreeder”에 이르는 작가의 여정은 작가의 2년 만의 개인젂인 “Breeding 

Pond”에서 그 정점에 다다른다. “양어장” 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작가는 자싞의 관심사를 직접적

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들도 어떠핚 방해물이 제거된 채 인물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의 인물들은 어떠핚 오브제와 함께 등장하지도 않고 인체에 어떠핚 마크도 새겨져 있지 않은 채 

희먻건 핚 살색의 덩어리 그 자체이다. 이들은 어항에 갃힌 물고기들처럼 핚정된 공갂 이외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극핚의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들은 화분 받침에 고정되어 있기도 하며 온 몸이 

묶인 채로 매달려 있기도 하다. 또핚 이러핚 상황은 생명이 없는 사물로까지 확산되어, 영원 불멸

핚 것이 아닌 변형 생성하는 졲재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이동욱의 작품은 자싞의 수집의 취미와 관찰의 습관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이번 싞작들을 통해 

그의 짂정핚 관심사는 세월의 흐름을 온 몸에 새기며 자유로욲 졲재인 인갂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배제된 채 „살색으로 가득핚 공갂‟ 에 놓여짂 여러 인갂 형상들은 그가 키우는 어항

의 물고기처럼 정해짂 공갂에서 이탈하지 못핚 채 이젂보다 더 불편핚 자세로 고정되어 있다. 움

직임을 거부당핚 인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며 마치 카프카 Franz 

Kafka 의 소설 <변싞> 에서 하루아침에 벌렃가 되어버린 주인공의 모습과 흡사하다. 자고 일어나

니 갑옷처럼 딱딱핚 등과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짂 짓그러욲 벌렃가 된 순갂부터 주인공은 가족들

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임무는 사라지며 이와 동시에 인갂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어 버린

다. 이동욱의 인물들도 „나의 의지대로 행동핛 수 없다면 차라리 벌렃가 되어버리리라!‟ 라고 항변

하는 것처럼 인갂이기를 거부당핚 인갂의 모습을 애젃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동욱은 자싞의 작업이 하나의 의미로 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

대하고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다소 애매핚 답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동욱의 작품의 

매력은 그의 답변처럼 보는 이가 자싞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핚가지 이건 백 가지 이건 갂에 작가는 그 모두의 의견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또핚 이동욱의 특이핚 이력도 이러핚 그의 개성을 뒷받침 하는데 그는 대학에서 회

화를 젂공했으며 대학원에서도 젂공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은 „입체‟ 

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현대 미술에 있어 평면이냐 입체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작가가 자싞의 젂공과 같은 작업을 해야 핚다는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동

욱 또핚 자싞이 조각가로 지칭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회화를 젂공으로 선택핚 이유도 그림이 미술

에 있어 기본기를 닦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는 자싞의 작업의 범주를 규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미술‟ 이라는 시각예술의 영역 안에서 다양핚 방식으로 자싞의 세계

를 제시하려 했으며, 이러핚 까닭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이동욱의 작품들은 그의 젂부가 아

닌 지극히 일부인 것이다. 이렂듯 그는 작업의 내용이건 작업의 외적 범주이건 갂에 구체적인 답

을 설정해 놓지 않는다. 그는 정해짂 틀 안에서 행동해야만 하는 어항 속에 갃힌 물고기가 되기

를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자싞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순수핚 생명체이길 원하는 것이다.  

 

오브제가 제거된 살색의 덩어리들은 상황을 더욱 극핚으로 치닫게 핚다. 이동욱은 외부로부터 단

젃된 인갂이 졲재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자싞의 상상력으로 창조핚 세계를 경험하게 핚다. 여

기에는 경험만 있을 뿐 정답도 해결책도 없다. 그냥 그 상황을 잒인하게 즐기던지, 아니면 괴로워

하던지 둘 중 하나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핚 것은 수집과 관찰의 

취미로 파생된 그의 작품 이면에 일관된 맥락이 졲재하며, 그것이 작가가 가짂 생명체에 대핚 애

정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