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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만화 이미지’의 경향성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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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에서 ‘만화이미지’는 작가의 ‘페르소나’의 역할과 예술적 담론을 
위한 ‘텍스트’로 활용되며, 대중과 예술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만화 이미지’의 차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갖고 있는 시대적 맥락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최초로 등장한 만화 캐릭터이며, 하위문
화가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는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동기의 개인전 
‘<스모킹>展(2006), <버블>展(2008), <더블비전>展(2008), <불확실의 정원>展(2012),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마>展(2013),’을 중심으로 <아토마우스>의 변화가 시대적으로 어
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읽어내려 하였다. 

‘팝의 결핍’의 시대에 아토마우스가 태어났으며, ‘팝의 과잉’의 시대에 변화를 시도하
였고, ‘네오팝의 정착’과 함께 아토마우스의 행보가 끝이 났다. 작가의 무의식에서 출발
한 아토마우스는 ‘미국과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위문화
가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는 ‘상징성’이 읽혀지며 당시 한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아이콘
으로 부상하였다. 그 후 작가의 고민과 성찰이 담기면서 ‘페르소나’의 역할로 용도가 변
경되며, 추상과 구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종국에 가서는 자신의 손으로 
창조물을 제거하며 페르소나와 얼터에고의 경계에서 <아토마우스>의 행보를 종료시킨
다. 이동기가 <아토마우스>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한 개인의 작가론을 떠나 한
국 현대미술사에서 팝아트의 출발과 성장이 담겨있었다. 

<아토마우스>는 공공미술의 형태로 지하철 벽면에 그려지는가 하면 다양한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중과의 호흡을 시도하였다. ‘만화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성’을 십분 활용하며 순수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하였다. 이
동기의 <아토마우스>는 하위문화를 고급예술의 영역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고급예술의 
문턱을 낮추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패러디와 오마주 사이에서 어색하게 시작된 이동기의 <아토마우
스>가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캐릭터, 만화이미지, 이동기, 아토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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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앤디 워홀의 <미키마우스>, 리히텐슈타

인의 <행복한 눈물> 등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용은 팝아트를 상

징하는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 이

동기의 <아토마우스>를 기점으로 ‘만화 이미지’의 차용이 시작

되었다. 이동기는 <아토마우스> 캐릭터를 거의 매 작품에 등장시

켰는데, 이는 ‘유럽’과 ‘미국’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만화 

이미지의 차용’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보다는 작가의 

‘페르소나’에 가까웠다. 이런 ‘분신 캐릭터’의 등장은 권기

수의 <동구리>, 찰스장의 <태권브이>, 아트놈의 <아트놈>, 마리

킴의 <아이돌> 등 한국 네오팝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만화 캐릭터’의 경향성을 

연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

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먼저 유럽과 미국의 팝아트에서 나타난 ‘만화 이미지’차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후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만화 이미

지’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동기’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제외하고도 이동

기의 <아토마우스>는 당시 한국 팝아트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

며, 오늘날 캐릭터 위주의 한국 네오팝 시대를 예고했다는 점에

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토마우

스>의 역할이 바뀌어 가는데, 그런 변화는 팝아트가 한국 현대미

술에 끼친 영향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동기가 <아토마우스>를 

만들게 된 과정을 시작으로 <아토마우스>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연대별로 정리하고, <아토마우스>라는 캐릭터를 자신의 페르소나

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알아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 논문, 

관련 비평, 작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품분석을 진행하고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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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캐릭터의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을 연

구함으로써 이동기 작가의 ‘아토마우스’가 한국 현대미술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한다. 

Ⅱ. 현대미술의 안에서의‘만화 이미지’ 

1. ‘만화 이미지’의 차용 

만화는 가볍고, 쉬우며 재밌다. 또한, 순수미술 영역에서 다루

지 못하던 ‘서브컬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런 특징들은 오늘날 탈권위적인 시대적 맥락과 일치한다. 전통

적인 회화는 복잡하고, 무거우며, 어렵다. 특히 ‘추상미술’과 

‘개념미술’은 이런 특성이 더욱 심화되어 ‘미술’을 일반 대

중에게 멀어지게 하였다.

마르셀 뒤샹의 ‘샘’ 이 등장한 시점으로 전통적인 예술의 개

념은 죽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작품의 의도가 개

념적으로 설명된다면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만화 이미지’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보물창고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만화’는 본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순수 미술, 설치 예술, 미디어 아트의 영역까지 아우르

며 ‘예술’과 ‘대중’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만화’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활용하였는

데, 첫 번째로 로이 리히슈타인의 작업처럼 ‘만화의 이미지’를 

하나의 텍스트로 활용한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은 “만화적인 판

타지와 상상력, 카투닝의 수사법”1)과 같은 만화 고유의 기능은 

모두 제거된다. 대신 인쇄 만화의 지면을 확대함으로써 망점인쇄

의 일루션을 시각화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우리가 만화의 이야기

에 몰입하며 캐릭터에 매력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들은 단순한 

망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가상과 실제 사이의 간

극을 만화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1) 디지털 만화 규장각, 백준기, “<소통매체>에서 <표현매체>로 부상하는 제 3

의 장르”, http://www.komacon.kr/.



672

‘만화’가 가진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만화 이미지’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크다. 

   

  그림 1. <Woman sunlight-moonlight>, Roy Lichtenstein

그림 2. <Forget It! Forget Me!>, Roy Lichtenstein

그림 3. <Drowning Girl>, Roy Lichtenstein

두 번째로는 ‘카툰 테크닉’의 계승이다. ‘카툰 테크닉’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상성과 언어적 표현’에 

방점을 두었던 작가들과, ‘투박하고, 자유로우며, 가벼운’ 만

화의 원초적인 정서를 반영한 작가들로 나눌 수 있다. 도상성과 

언어적 표현의 작가들로는 “키스 해링(Kieth Harring, 

1958~1990)과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1960~1988)를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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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래피티’의 형태로 대상

을 단순화, 상징화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2) 그들의 작업은 

‘생략과 과장’을 통해 대상을 단순화하고 희화시키는 ‘카툰 

테크닉’과 맥을 같이 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이라는 만화의 본질

과 닮아있다.  

     

그림 4. <mickey mouse>, Keith Haring’  그림 5.  <andy mouse>, 

Keith Haring

     

그림 6.  <Wedding Invitation>, Keith Haring    그림 7. Keith Haring

만화의 원초적인 정서를 작품에 반영한 작가들로는 프랑스의 

2) 백준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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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 꽁바즈(Robert Combas)와 에르베 디 로자 (Erbe di Ros

a)3)를 꼽는다. 이 작가들은 카툰의 ‘거칠며, 투박하고, 자유로

우며, 가벼운’ 드로잉 테크닉을 회화의 영역에 가져왔다. 그들

의 작업은 복잡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친숙하고 쉽게 다가온다. 아

동의 낙서처럼 작업에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으며, 마치 ‘재

즈’를 연주하듯 즉흥적인 감각으로 드로잉과 페인팅이 이루어진

다. 고상한 철학이나 예술적 담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작가가 작

품에 임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유희’이다. 이런 ‘유치하고 무

질서하며 천박한 경박스러움’은 만화가 가지고 있는 하위문화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림 8. <CombasIII>, Robert Combas     

그림 9. <FIGURE LIBRE>, Robert Combas

3) 백준기, 앞의 글.



675

 

그림 10. Robert Combas     그림 11. <Rugby>, Robert Combas, 2007

세 번째는 ‘프레임’과 ‘패널’, ‘말풍선’ 등 ‘만화의 장

치’를 회화나 설치미술에 활용한 작품들이다. 이런 장치들은 만

화를 보며 자란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도상 기호처럼 받아들여진

다. 그러나 그것이 만화책이 아닌 캔버스나 설치물로 제작되면 

예술작품의 텍스트로 기능한다. 함축적이며 미니멀한 만화의 장

치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성’을 잃지 않으며 현대미술 속

으로 들어왔다. 2007년 뉴욕 “현대미술과 만화의 역할” 전시에

서 만화의 프레임과 패널을 이용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렇듯 현대미술 안에서 ‘만화의 이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

아’ 미술계에서는 만화 이미지 중에서도 ‘캐릭터’를 중점적으

로 다루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중국의 경우 ‘유에민준’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웃는 남자’가 대표적인데, 순수회화를 

기반으로 만화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반면, 일본의 경우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대로 차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일본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90년대 등

장한 이동기를 필두로 권기수, 강영민 등 동일한 캐릭터를 자신

의 분신처럼 등장시켰으며, 이런 특징들은 마리킴, 찰스장, 아트

놈 등 최근 네오팝의 작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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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peech Bubbles>, 

Philippe Parreno, 1997

그림 12. <boom>, Gary Simmons, 

2003 그림 13.<The Return of Zé 

Carioca>, Rivane 

Neuenschwander, 1960 

  

그림 14.<execution>, Yue Minju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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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Between Men and Animal> , Yue Minjun,2005.

                                                          

그림 16.<kaikai and Kiki>, Takashi Murakami

그림 17.<순백색 복장의 도브>, Takashi Murakami

2. 현대미술에서‘만화 캐릭터’의 의미

오늘날 과학,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양에서 통합과 융합을 

이야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

심이 쏠려있다. 현대미술은 대중예술의 영역에 눈을 돌렸으며, 

한국 팝아트, 이하 네오팝은 ‘만화 캐릭터’에 주목하고 있다. 

‘만화 캐릭터’는 하위문화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 이외에 다양

한 함의를 갖고 있다. 

캐릭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과 ‘귀여움’

의 절대 영역에 근접해 있다. 연예인에 열광하는 10대처럼, 어린 

시절 우리는 캐릭터의 매력에 욕망을 투영해왔다. 세월이 흘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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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 않으며 언제나 에너지를 뿜어내는 ‘캐릭터’의 매력은 인

간의 이상향이다. ‘캐릭터’는 동물이나 사물이 의인화되거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완벽한 황금비율로 존재한다. ‘캐

릭터’의 외형은 단순하지만, 개성 있으며 조형적으로 아름답다. 

실루엣만으로 존재감이 느껴지는 ‘캐릭터’는 그것이 비록 가상 

세계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캐릭터 상품은 가상의 

인격체가 실제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만화 속 주인공들은 분명 

실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캐릭터를 통해 그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투영했다. 21세기 대중문화에

서 ‘캐릭터’는 가상과 실재를 연결하는 교두보였다. 

한국 현대미술 영역에서 ‘만화 캐릭터’는 작가가 자신의 영

역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진작가들에

게 ‘만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의 누구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각인된다. 고유한 ‘만화 캐릭터’는 작가를 상징하는 ‘아이

콘’으로 기능한다. 또한, 그것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작품마

다 등장하게 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이는 작품의 예술적 가

치와 별개로 작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릭터가 본

래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순수미술 영역 안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점은 유럽이나 미국 팝아트에서 나타난 ‘만화 

이미지’ 차용과 그 성격이 다르다. 서구 유럽 작가들에게 ‘만

화 캐릭터’는 텍스트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

나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작가들은 ‘캐릭터’의 상품성을 유지

하며 작가의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를 ‘캐릭터’에 반영하는 독

특한 경향성이 포착되었다. 이런 모습은 다이어리 형식의 카툰처

럼 작가와 캐릭터를 동일시하는 ‘분신 캐릭터’의 역할과 유사

하다. 

일반적으로 ‘캐릭터’라고 하면 <미키마우스>나 <뽀로로>처럼 

캐릭터 상품과 연계된 성공 사례들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캐릭

터가 태생적으로 상업적인 비즈니스와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비

즈니스 영역 안의 ‘캐릭터’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

다. 고객들의 눈높이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켓을 잡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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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며 상품성을 잃지 않으려고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

진다. 그에 비해 순수 예술 속 ‘캐릭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보다 작가의 예술적 비전에 방점을 두기에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

한다.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작품마다 색상, 의복 등이 변하

였다. 또한, 해체되거나, 녹아내리고 목을 매는 등 파격적인 행

보를 보여준다. 이는 <아토마우스>의 창조주가 캐릭터 비즈니스 

영역 밖의 자유로운 신분이기에 가능했다. <아토마우스>는 시대

적인 의미를 담거나, 작가의 자의식이 반영되고, 예술적 비전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이렇듯 만화 캐릭터가 ‘상품’이 아

닌 전시장의 ‘작품’으로 걸리게 되면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다

시 태어난다. 

현대미술에서 ‘만화 캐릭터’는 작가의 인지도와 대중성을 확

보하는 동시에, 작가의 예술적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텍스트’

로서 기능하고 있다.

Ⅲ. 이동기의 『아토마우스』

1.‘팝의 결핍’의 시대  

이동기는 1993년 일본 캐릭터 <철완 아톰>과 미국 캐릭터 <미

키마우스>가 결합한 <아토마우스(Atomouse)>를 등장시키며 한국 

팝아트의 장을 열었다. 이동기는 자신의 작업을 ‘팝아트’로 의

식하기보다는,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중예술과 순수미

술의 접점을 실험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 “당시 미술계

는 만화 이미지 또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금기시했

다. 만화나 대중문화를 가볍고 상업적인 것으로 여긴 채 순수미

술, 즉 고급문화의 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싶었다._이동기 인터뷰”4)

이동기의 학부 시절 미술계는 추상미술과 민중미술에 양분되어 

있었다. “당시 주요 추상미술 작가들(박서보, 윤명로, 하종현, 

4) 이동기, 『미술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주)북노마드, 2011,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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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두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

생들도 그 영향을 받아 추상작업을 즐겨했다. 민중미술은 추상미

술에 대한 반론이자 제도권 미술에 문제를 제기한 운동이었다. 

추상미술을 실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일상과 관계없는 관념

적 세계만을 다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5) 이동기는 추상미술과 

민중미술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둘리>나 <고바우 영감> 

같은 한국적인 ‘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내며 새로운 영

역에 눈을 돌린다. 

주중엔 ‘철완 아톰’, 주말엔 ‘미키마우스’가 방송되던 어

린 시절의 기억은 이동기에게 무의식 속 도상으로 자리 잡는다.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이 없던 70년대의 ‘아톰과 미키마우스’는 

요즘 아이들이 ‘뽀통령’이라 칭하며 열광하는 ‘뽀로로’의 인

기를 능가하였다. 어린 이동기에게 ‘아톰과 미키마우스’는 단

순한 ‘캐릭터’ 이상의 존재였다. 그런 개인적 경험은 성인이 

된 ‘작가 이동기’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아토마우스>가 

‘텍스트’로서 기능하는 것과 별개로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을 

지배하는 우상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동기는 순수하

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분해하고 조립하여 자기만의 스타일

로 완성한 것이다. 영국의 미술 비평가 배질 테일러는 ‘팝아트

가 진보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정의한다. 팝아트를 ‘노스탤지어가 가

득 찬 것’6)이라고 규정한 배질 테일러의 말처럼, 이동기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재로 택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재배열하여 조립하고,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서 

전시장에 거는 과정이 당시 한국 미술계에 신선한 논란을 불러온

다.

 

5) 이동기,  앞의 책, p.168.

6) 데이비드 매키시, 조은영 역,『팝아트_현대미술운동총서』, 열화당, 2008,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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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Mickey Mouse>  그림 19. 宇宙少年─, 

<Mighty Atom>

이동기는 <아토마우스>의 탄생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톰>과 <미키마우스>가 합쳐진 이

미지가 떠올랐으며, 낙서를 하듯 어린 시절 두 우상을 하나로 섞

어버린다. 이렇게 탄생한 결과물은 놀라운 함의를 만들어 냈다. 

미키마우스와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의 정서를 정확히 대변하며, 

미국과 일본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있던 대한민국

의 정체성이 캐릭터의 모습 안에 담겨있었다. 또한, 하위문화가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는 시대적 상징성을 획득한다. 이렇듯 

<아토마우스>의 출발은 ‘개인적 기호와 시대적인 의미, 동양과 

서양, 고급예술과 하위문화’와 같이 양 극단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며 시작되었다. 이런 이질적인 정서는 이동기의 이후 작품

세계와 맥락을 같이한다. ‘가상과 현실, 유치함과 진중함, 추상

과 구상, 비즈니스와 예술’ 등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계에서 접점

을 실험해온 이동기에게 <아토마우스>의 탄생은 우연이 아닌 필

연으로 보인다. 

그림 20. <아토마우스>, 이동기, 100X100cm,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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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당시 하위문화와 고급문화가 엄격하

게 구별되는 한국 미술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90년대 후반 

한국 현대미술 영역 안에서 ‘만화 캐릭터’는 이질적이었다. 격

식을 차리고 점잖게 거닐어야 할 갤러리에 아이들이나 좋아할 

‘만화 캐릭터’가 작품으로 걸린 사건은 생경하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뒤샹이 화랑에 변기를 전시하려 했던 에피소드처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을 나누는 낡은 시선이 90년대 한국 미술계 전반

에 걸쳐 팽배해 있었다. 대중문화의 상징인 만화캐릭터를 회화의 

영역에 끌고 들어왔다는 충격은 평단과 일반인에게 거부감을 주

었다. 그의 작업을 ‘만화작업’이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곡

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안티팬이 생기는 기현상까지 일어난다. 

‘유명 캐릭터’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오해를 샀으며, ‘캐

릭터 비즈니스’의 연장 선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작업은 한국 현대 미술계의 한 영역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그림21. <꽃밭>, 이동기, 1999

그림 22.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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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바람의 아토마우스>, 이동기

그림 24. <스페이스 아토마우스>, 이동기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1993년 처음 단체전에서 모습을 드러

냈으며 1999년 <꽃밭>시리즈를 기점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

작한다. 많은 논란과 안티팬이 생기긴 했지만, 대중문화를 현대

미술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미술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  <아토마우스>는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지하철 벽면에 

그려지는가 하면, 다양한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

중’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아토마우스>는 예술 작품이 갤러

리의 높은 문턱에서 내려와 지하철역사의 벽면, 상품의 포장지에 

등장하며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5. <공공미술 프로젝트, 을지로3가>

그림 26. <아토마우스 & 와인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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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7. <아토마우스 & 코란도C>  그림28. <아토마우스 &하이트맥주>

2.『아토마우스』의 자살과 부할, 2006년 ‘스모킹’展   

2006년 ‘스모킹’展을 기점으로 <아토마우스>의 성격에 변화

가 생긴다. ‘<아톰>과 <미키마우스>의 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작가의 고민과 예술적 비전을 실험하기 위한 

‘텍스트’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림 29. <Suicide>, 이동기, Acrylic on Canvas, 60x73cm, 2006

<아토마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만화 캐릭터’가 화랑 

안에 전시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위문화의 아이콘이 현

대미술의 영역 안에서 당당하게, 또는 당돌하게 그 존재감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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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아토마우스>는 꽃밭을 거닐거나, 우주 공간을 비행하

거나, 국수 면발에 젓가락질하면서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그런 행동이나 상황보다는 <아토마우스>가 캔버스 위에 존재하는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러나 2006년 ‘스모킹’ 展에서의 

<아토마우스>는 담배를 피우며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분해되어 조

각조각 부서지고, 목을 매고 자살을 감행한다. 이는 후에 다시 

등장하는 <아토마우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서 <아토마우

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던 이동기의 고민이 담겨있다. 여기

서의 자살은 ‘죽음’의 의미가 아닌 ‘부활’의 의미에 가깝다. 

“<크래쉬: CRASH>(일민미술관, 2003)전 이후 컬렉터와 큐레이터는 

작가에게 이전 작업과 유사한 스타일(<아토마우스>가 전면에 배치

되는 혹은 캐릭터로서 <아토마우스>)과 내용만을 요구했으며, 참여 

전시 역시 대부분이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후배 세대들과 함께 

K-POP  전시 혹은 어린이 전시로 국한되었다. 작가 스스로 언급하

듯이 당시는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7) 

이동기는 자신이 <아토마우스>를 20년 동안 그릴지 몰랐다고 

한다. 단발성으로 그칠 줄 알았던 <아토마우스>는 의도와는 다르

게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의 수요가 발생한다. 당시 한국 미술계는 

추상미술과 민중미술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팝’적인 요소가 결

핍되어 있었다. 이동기 이전에도 팝아트를 표방하는 작가들이 있

긴 했지만, 한국 ‘팝’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부재

했다. 이런 반작용에서 출발한 <아토마우스>는 한국 팝아트를 상

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한다. 시대적인 맥락과 갤러리의 수요에 

의해 <아토마우스>는 자신을 복제하며 ‘화랑’과 ‘공공미술’

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동기는 <아토마우스> 이외에 

구상과 추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나, 사진을 자신의 스타일

로 재구성하는 작업 등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큐

레이터들은 다른 작품보다 <아토마우스>가 전면에 보이길 원했

7) 아티클, http://www.kharticle.com/,  이대범, “아토마우스는 아토마우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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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에게 명성을 안겨준 <아토마우스>는 이동기의 다른 예술

적 시도를 가리는 가림막이 돼버린 것이다.

꽃 그림으로 유명한 ‘김홍주’작가가 꽃을 계속 그린다고 해

서 작가보다 꽃이 먼저 떠오르진 않는다. 그러나 당시 이동기는 

<아토마우스>가 먼저 떠올랐다. <아토마우스>와 이동기의 이름은 

동격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작가보다 ‘캐릭터’가 먼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캐릭터’는 그것이 가상세계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체로 존재한다. 특정인물이나 동식물, 또는 사물 등은 원본

에 대한 복제의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캐릭터’는 독립적인 개

체로서 이름을 부여받는다. ‘캐릭터’는 작가가 창조했지만, 대

중들의 욕망이 투영되면서 확장된다. 또한, 이동기는 <아토마우

스> 캐릭터를 작품마다 등장시켰다. 다이어리 형식의 카툰 캐릭

터처럼 <아토마우스>는 이동기의 분신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지

점은 캐릭터 비지니스 영역 안에서 전혀 문제될게 없지만, 현대

미술 작가 이동기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 <아토마우스>

는 이동기의 다양한 작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지 않았고 <아토마

우스>의 이동기로만 비쳐졌다. 이렇듯 <아토마우스>는 자신의 의

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확장되어갔다. 이동기 스스로 재정립이 필

요한 시점이었다. ‘스모킹’展에서 이동기는 도자기 명인이 자

기 손으로 도자기를 깨듯 <아토마우스>를 해체한다.

  

그림 30. <희생>, 이동기      그림 31. <Soft Atomaus>,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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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plit>, 이동기

이전에도 <가상정신병원>, <하얀방> 등 <아토마우스>의 정체성

을 다루긴 했지만, ‘스모킹’展에서는 직접적이고 과격하게 다

루고 있다. 마치 정신질환 환자가 자신을 부정하고 자해를 하듯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아토마우스>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작

가의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자신의 작업을 캐릭터 비즈니스로 오

인하거나 <아토마우스만>을 회자하는 당시 미술계에서 자신의 위

치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있다.

 

그림 33. <Smoking>, 이동기, Acrylic on Canva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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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추상과 민중미술의 반작용으로 <아토마우스>가 탄생하였

지만, 이동기는 자신이 학부 시절 배웠던 ‘추상화’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추상’은 이동기에게 일종의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스모킹>,<그림 33> 은 이동기가 ‘구상’ 작업의 행보 

속에서 ‘추상’에 대한 갈증이 담겨있다. <스모킹>은 이후 추상

과 구상을 과감하게 접목한 <더블비전>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작

품이다. 자신에게 작가로서 명성과 부를 안겨준 <아토마우스>를 

연기처럼 날리고 그 연기는 ‘추상’ 이미지로 변하는 일종의 작

가적 판타지, 욕망, 고민, 실험 등이 작품에 담겨있다. 하위문화

와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문다거나, 일본과 미국 문화에 영향 아

래 있던 한국인의 정체성 등 줄곧 <아토마우스>는 상징적인 존재

였다. 그러나 ‘스모킹’ 展에서 이동기는 <아토마우스>를 해체

하고 자신의 ‘페르소나’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스모킹’展의 

작품들은 <아토마우스>가 기존의 상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작가’의 선언과도 같다. 

 

3.‘팝의 과잉’의 시대, 2008년 ‘버블’展

    

그림 34. <버블>, 이동기, Acryl on Canvas, 250x40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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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스모킹’展에서 이동기는 <아토마우스>의 새로운 역

할을 모색했다. 2008년 ‘버블’展에서 <아토마우스>는 상징적인 

의미는 모두 증발되고 새로운 ‘텍스트’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버블버블> 시리즈의 <아토마우스> 중에는 형해화되고 늘어지

고 터져 버린 놈들이 등장한다. 이것들은 마치 수요만 있다면 얼

마든지 무제한으로 만들어지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난 불량

품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불량품들을 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량품조차도 '엣지' 있는 상품처럼 느끼게 해 주는 자본주의의 

놀라운 상술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서사적 구조의 

추구도, 직접적인 추상화의 인용도 아닌 둥둥 떠다니는 <아토마

우스>의 얼굴들은 팝아트로서의 <아토마우스>의 처절한 자기 성

찰인 동시에 팝아트를 낳은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된다.”8) 

20년 동안 <아토마우스>란 캐릭터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미지가 

거품처럼 화면 안을 가득 메운다. '버블'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

알맹이가 없고 내용도 없는 겉모습만 요란한' 뜻으로 쓰이며, 가

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과대평가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

이다. <아토마우스>가 자신에게 대중적인 인지도와 작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줬지만, 이제는 그것이 '거품'이라고 정의한다. 

"2007년경 팝아트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리움미술관에서 <앤디 워

홀 팩토리>전이 열렸고, 스스로 '팝 아티스트'라고 선언하고 활

동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런데 나는 일부 작가들의 그런 태도

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팝아트라는 것이 

'미술의 대중화'와 같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단순히 하나의 캐

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무작정 홍보하

는 '캐릭터 판매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작가들과 다른 종류의 작가로 살고 싶다."9)  이동기는 

당시 팝아트의 지나친 거품을 경계했다. 2007년 <앤디 워홀 팩토

리>展을 기점으로 팝아트가 유행처럼 번졌고 일부 작가들은 이를 

마케팅처럼 활용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미술계는 이동기에게 

8) 이진숙, 『미술의 빅뱅』, 민음사, 2010, p.125.

9) 이동기, 앞의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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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거품’의 시대였다. 작가의 정체성 없이 ‘팝아트’라는 

수식어를 빌어, '캐릭터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알맹이 없는 작가

들과 자신을 다르게 봐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작품엔 <아

토마우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무의식에서 탄생한 <아

토마우스>가 하위문화의 ‘상징성’, 한국인의 ‘정체성’ 등으

로 포장되고 확장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버

블』은 자신에 대한 성찰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팝아트’란 

수식어로 과잉된 미술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

 4.『아토마우스』또 다른 실험, 2008년 ‘더블비전’展

우리의 욕망은 정신에 지배받기도 하고, 육체에 지배받기도 한

다.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로 연결된 세계이다. 이동기의 <더블비전> 시리즈는 이런 

‘정신과 육체’의 관계와 닮아있다. 추상과 구상의 이미지를 위

와 아래로 병치시켜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

다. ‘스모킹’展에서 추상에 대한 갈증을 모색하던 이동기는 

‘더블비전’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상 작업을 접목하였다. 관념

적인 세계의 추상과 세속적이며 대중적인 구상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 “화면 분할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와 저급한 

이미지를 중첩시킨 미국 작가 데이비드 살르(Daved Salle, 

1952~)의 영향을 받았다는 작가는 어지럽고 파편적인 이미지를 

‘통합(converrence)’하여 이질적 요소가 결합되어지고 공존하

는 작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10) 이동기는 추상과 구상의 

이미지를 일부러 섞는다거나, 인위적으로 조합하지 않고 그냥 위

와 아래에 병치시킬 뿐이다. 그런 후 그것들의 화학반응을 관찰

한다. 

 

10) 더 아트로, http://www.theartro.kr/, 이진숙, "세상의 모든 분열을 융합하

는 21세기 연금술",   

 http://www.theartro.kr/interview/interview.asp?id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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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두뇌 유출>, 

이동기, 2008

그림 36. <언덕위의 네로와 

아토마우스>, 이동기

      

   그림 37. <자살>, 이동기

<두뇌유출>,<그림35>에서 작가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아토마

우스>의 ‘기억, 생각, 감정, 느낌’ 등 뇌에서 그려지는 이미지

가 유출되어 상단에 ‘추상’ 이미지로 구현되었다. <언덕 위의 

네로와 아토마우스>에서는 아토마우스가 느끼는 ‘바람의 기운’



692

을 추상으로 그려냈다. 이로써 ‘관념과 실재’의 관계가 ‘머리

와 몸’로 치환된다. <더블비전> 시리즈에서 ‘추상과 구상’ 은 

‘머리와 몸’처럼 하나로 연결된 세계이다. <자살>,<그림37>이

라는 작품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상과 추상이 수평으로 배치된다. 

<아토마우스>가 ‘죽음’으로서 위에는 정신, 아래엔 육체라는 

상하 관계가 무너지고 ‘추상’과 ‘구상’ 이미지가 평등하게 

배치된 것이다.

“현대미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

해 숭고한 세계와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작가, 현실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베껴 쓰려는 작가로 나뉘죠. 전 세계 작가들은 둘 중 

한 길을 선택해 극대화하지만 나는 다른 방향으로 실험하고 싶습

니다. 두 영역 사이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작품의 키워드

를 말한다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11) 이동기의 인터뷰처

럼 <더블비전> 시리즈는 추상과 구상으로 양분된 현대 미술계, 

더 나아가 예술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있다. 이는 마치 

포토리얼리즘과 추상, 팝아트를 넘나들었던 독일 작가 게르하르

트 리히터12)의 행보처럼 보인다. 이동기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한 캔버스에 공존하도록 만들었다. ‘추상과 구상’의 두 세계를 

허무는 것보다는, 두 세계의 균형을 관찰할 뿐이다. 

11) 고미석,“추상과 구상 사이 균형찾기, 이동기 인터뷰”,『동아일보』, 2008. 

03. 11. 

12)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42년 2월 9일 ~ )는 전후 독일을 대

표하는 작가이자 회화의 새로운 획을 그은 현대미술의 거장. 사진과 회화, 추

상과 구상, 그리고 채색화와 단색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회화라는 매체를 재해

석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693

   

    그림 38. <ATOMAUS>, 이동기   그림 39. <카메라 테스트>, 이동기

그림 40. <동전 아토마우스>, 이동기

<더블비전> 시리즈에서 <아토마우스>는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

처럼 작가의 개성은 모두 제거되고 객관적인 터치로 선과 면이 

정리되었으며, 상단의 ‘추상’ 이미지는 액션페인팅에 가깝게 

작가의 개성과 손맛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숭고하다고 여겨졌던 

추상의 세계가 단순명료한 구상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은 생경하고 어색하지만 흥미롭고 신선하다. 그런 생경

함은 둘의 영역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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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샘>, 이동기, 2008 그림42. <샘으로서의 자화상>, 브루스 

나우만, 1966

“<샘>(2008)은 브루스 나우만13)의 퍼포먼스 기록 사진을 차용

해 그린 작품이다. 사진을 보면 작가가 퍼포먼스 중에 입에 머금

고 있던 물을 분수처럼 뿜으면서 관객들을 보고 있는데, 이를 그

린 것이다. 나우만은 이 퍼포먼스에 <샘으로서의 자화상>(1996)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마르셀 뒤

샹의 <샘>(1917)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우만의 작품 

<샘>을 다시 인용했다._이동기 인터뷰”14) 뒤샹의 변기는 고급예

술을 정의하는 고정관념에 크리틱을 가하기 위한 오브제로 사용

되었다. 브루스 나우만은 자신의 ‘몸’을 오브제로 활용하며 예

술의 영역을 확장한 작가로 유명하다. 이동기는 ‘만화 캐릭터’

를 오브제로 활용하여 한국적인 팝아트를 개척했다. ‘나우만’

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 뒤샹의 ‘샘’을 재해석한 것처럼 이동기

는 <아토마우스>를 이용하여 나우만의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러므로 <샘>에서 <아토마우스>는 뒤샹의 ‘변기’와 같은 맥락

13)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1941- )은 미국 동시대 작가 가운데 가장 혁신

적이고 도발적인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개념 미술가, 후기 미니멀리즘 작가

로 분류되기도 하나 특정한 양식에 한정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주제와 기법, 

그리고 예술적 의도를 포괄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14) 이동기, 앞의 책,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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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뒤샹이 갤러리에 변기를 옮겨놓은 것처럼, 이동기는 추

상과 구상을 병합시켰다. 이는 자신의 작업이 낯설긴 하지만, 뒤

샹의 <샘>처럼 ‘예술 개념의 확장’으로 봐달라는 메시지가 담

겨있다.

<더블비전> 시리즈에서 <아토마우스>는 구상의 산물로서 관념

의 세계의 반대편에 서 있다.  <아토마우스>는 과거 ‘하위문화

와 고급예술’의 접점을 실험했던 것처럼 ‘추상과 구상’을 연

결하는 텍스트로 활용된다.

5.『아토마우스』시대의 종언, 2012년 ‘불확실성의 정원’展 

  

그림 43.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 이동기, 

Acryl on Canvas, 200x150cm, 2012
그림 44.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Le Caravage, 

캔버스 유채, 125cmX101cm, 1609

2012년 ‘불확실성의 정원’ 展의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는 

<아토마우스>가 또 다른 <아토마우스>의 목을 들고 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아토마우스>는 자신과 똑

같은 <아토마우스>의 목을 쳐버렸다.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

는 ‘미켈란젤로 카라바지오’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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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15)을 패러디한 것이다. 다윗의 얼굴은 젊은 ‘카라바지오’이

며, 골리앗의 얼굴은 나이 든 ‘카라바지오’로 잘 알려진 작품

이다. 카라바지오는 괴팍하고 광기 어린 성격 때문에 모두 15번 

수사기록 문서에 이름을 올렸고 최소한 일곱 번 감옥에 투옥되었

다. 그의 삶은 폭행, 결투, 도피, 살인, 투옥 등으로 점철된 삶

이었다.16) 타락하고 늙은 카라바지오가 젊고 순수한 카라바지오

에게 참수당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반성하는 자아 성찰의 

의미가 담겨있다. 원작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참수당하는 <아토

마우스>는 ‘낡고 오래된’ 현재의 <아토마우스>가 된다. 이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일까? 그러나 이동기의 이후 행보를 

보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보다 <아토마우스> 시대의 종언에 

가깝다. 

1993년 이동기가 만들어낸 <아토마우스>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

나 한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단발성으로 그

칠 것 같았던 <아토마우스>의 행보는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의 수

요가 발생했고 이동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확장되어갔다. 2006년 

‘스모킹’展에서 <아토마우스>가 자살을 감행한 적이 있다. 결

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2012년의 <아토마우스>는 단호하

게 자신의 목을 쳐버렸다.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아토마우스>

를 자기 손으로 처단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클라크가 슈퍼맨의 

능력을 버리고 인간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 이동기에게 <아토마

우스>는 초능력을 지닌 얼터에고(alter ego)17)였다. ‘얼터에

고’의 능력을 이용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큐레이터나 컬렉터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부작

용도 따랐다. '이동기'라는 작가는 보이지 않고 <아토마우스>만 

회자가 되는 것이다. 이동기는 이제 <아토마우스>의 그늘에서 완

전히 벗어나려 한다. 

또한, 시대가 <아토마우스>를 가만두지 않았다. <아토마우스>

15) 이동기, 앞의 책, p.173.

16) 김성근, 『카라바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평단문화사, 2005, p.79.

17) 명사(pl. alter egos), 또 다른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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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를 흐림으로

써 한국미술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문화와 일본문화

의 영향력에 있던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

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K-POP과 드라마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 되

었으며, '네오팝'의 등장으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까지 

모두 무너져버렸다. 한국 미술계에 센세이션한 주목을 받고 등장

한 <아토마우스>가 2012년에 와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진 것

이다. 이동기는 이제 <아토마우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다

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성난 얼굴로 돌아 보지마’

展 에서는‘한류 드라마, K-POP 스타, 스프레이를 이용한 추상’ 

등 새로운 소재와 방법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비록 <아토마우

스>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질적인 세계와의 공존을 실험했던 이

동기의 작품 철학은 일관되게 계승되고 있다. 그의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은 이후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그림 45. 이동기, <코카인>, 2012

그림 46. 이동기, <침대에서 In Be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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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만화 캐릭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동기는 당시 고급미술과 대중미술을 엄격하게 구분 짓던 미술

계에 ‘만화 캐릭터’를 들고 나와 하위문화가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는 시대적 상징성을 획득했다. 또한, ‘이동기와 <아토마

우스>’의 행보는 한국 팝아트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팝의 결핍’의 시대에 <아토마우스>가 태어났으며, ‘팝의 과

잉’의 시대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네오

팝의 정착과 함께 <아토마우스>의 목을 쳐버렸다. 작가의 무의식

에서 출발한 아토마우스는 ‘미국과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위문화가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

받는 ‘상징성’이 읽히며 당시 한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아이콘

으로 부상하였다. 그 후 작가의 고민과 성찰이 담기면서 ‘페르

소나’의 역할로 용도가 변경되며, 추상과 구상의 세계를 연결하

는 도구로 활용된다. 종국에 가서는 자신의 손으로 창조물을 제

거하며 페르소나와 얼터에고의 경계에서 <아토마우스>의 행보를 

종료시킨다. 이런 <아토마우스>의 변화는 한국 팝아트의 성장과 

작가 개인의 성장을 모두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예술적 철학을 

담기 위해 캐릭터의 일관성을 포기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동기

의 <아토마우스>는 작가의 성장과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

치 생로병사를 겪는 존재처럼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갤러리에서 

퇴장하였다. 이는 ‘서구 유럽과 미국’ 팝아트에서 등장한 ‘만

화 이미지’의 차용과 차별성을 띠며, 무라카미 다카시의 ‘미스

터 도브’나 나라요시토모의 ‘상처받은 아이들’, 유에민준의 

‘웃는 남자’ 등 일본과 중국의 ‘캐릭터’들과도 차이가 있었

다. 비록 그 과정이 작가의 시행착오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지

라도 ‘작가로서의 고민, 자아 성찰, 미술적 기율에 대한 자의

식’ 등을 ‘만화 캐릭터’에 반영한 점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독특한 전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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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마우스>는 공공미술의 형태로 지하철 벽면에 그려지는가 

하면 다양한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중과의 호흡을 시

도하였다. ‘만화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성’을 십

분 활용하며 순수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하였다.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하위문화를 고급예술의 영역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고급예술의 문턱을 낮추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패러디와 오마주 사이에서 어색하게 시작된 이동기의 <아토

마우스>가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기의 ‘아토마우스’는 한 개인의 작가론

을 떠나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팝아트의 출발과 성장이 담겨있었

다.

비록 팝아트와 파인아트가 미술비평 안에 있더라도, ‘만화 캐

릭터’의 쓰임새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분야와 공통분모가 

존재하였다. 현대미술이 ‘만화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지만, 만

화계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미디엄을 구축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만화전공자의 입장으로 현

대미술에서 나타난 ‘만화 이미지’의 쓰임새를 조사∙분석하여, 

한국 만화계의 외연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후행 연구를 지속적으

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47. 이동기, <Flying Atomau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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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ndency of ‘a Cartoon Image’ Appearing in 

Korean Modern Fine Arts 

- Ocusing on ‘Atomouse’ of Lee Dong-gi - 

 Jeon, Young Je

Today, in Korean modern fine arts, ‘cartoon images’ are 

utilized for their roles of the ‘personas’ of the artists, and as 

the ‘texts’ for the artistic discourses, while they play a role as 

a bridgehead between the public and art.

In this study, we made a study, focusing on ‘Atomouse’ of Lee 

Dong-gi, in order to examine how the borrowing of the ‘cartoon 

images’ was made in the Korean modern fine arts, and what its 

period context is.

‘Atomouse’ of Lee Dong-gi is the first cartoon character that 

appeared in Korean modern fine arts, and it has acquired a symbolism 

of a subculture being acknowledged as ar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what period contexts the changes of ‘Atomouse’ have, 

focusing on the private exhibitions of Lee Dong-gi, such as 

‘Smoking’ Exhibition (2006), ‘Bubble’ Exhibition (2008), 

‘Double Vision’ Exhibition (2008), ‘The Garden of Uncertainty’ 

Exhibition (2012) and ‘Do Not Look Back with Angry Face’ 

Exhibition (2013).

Atomouse was born in the era of ‘lack of pop’ a change was 

attempted of it in the era of ‘excess of pop’ and its proceeding 

ended along with the ‘settlement of the neo-pop’. From Atomouse 

started from the unconsciousness of the artist, we can find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being influenced by 

the ‘American and Japanese’ culture, as well as the symbolism of a 

subculture being acknowledged as art, while it emerged as an icon to 

represent the Korean pop art of the time. Then, as the agony and 

self-examination of the artist was contained in it, its use was 

changed into the role as a persona and it was utilized as a tool to 

connect the abstract and figurative worlds. In the end, the artist 

put an end to the proceeding of the ‘Atomouse’ at the boundaries 

of a persona and an alter ego, removing the creation with his own 

hands. In the process in which Lee Dong-gi created and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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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ouse’, the start-up and growth of the pop art are include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modern fine arts, apart from a study of an 

artist.

‘Atomouse’ was not only painted on the walls of the subway 

stations in the form of public art, but it tried to closely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diverse 

media. It made the best use of the ‘marketability’ which a 

‘cartoon character’ had at first, so that pure art was made a step 

closer to the public. So ‘Atomouse’ of Lee Dong-gi not only raised 

a subculture into the realm of high art, but lowered the door sill 

to high art.

Through the study we could confirm what position ‘Atomouse’ of 

Lee Dong-gi, which started absurdly between parody and Hommage, 

takes in Korean modern art of today.

Keywords: Character,  Cartoon image, Lee dong gi, ato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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