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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이 코퍼레이션(etoy.CORPORATION)은 개

인이 아니다. 개개인이 아티스트로서 각자의 이름

을 걸고 활동하는 그룹이 아니란 뜻이다. 그들 자

체가 ‘이토이 코퍼레이션’이다. 이토이 아래서 그

들은 요원(agent)으로 일하고, 각자의 이름을 게

재할 때도 ‘이토이’라는 말을 이름 앞에 붙여 쓴다. 

이토이 코퍼레이션은 1994년 스위스에서 ‘기업’의 

형태로 결성되었다. 아트 그룹을 기업이라고 하

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토이 코

퍼레이션은 영락없는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프

로그래머, 디자이너, 과학자, 법률 전문가, 경제학

자 등 이토이에 소속된 요원들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들에겐 주

식이 존재하며,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도 존재

한다. 또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한 해에 진

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결산을 하기도 하고, 앞으

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도 한다. 완벽히 

기업의 운영 방식이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토이 회사도 스위스 상공회의소에 개인 소유 기

업으로 등록하기까지 많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기업의 형태이지만, 생산하는 것은 예

술적 가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 말이다. 

사실 그들이 기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으

로도 그의 존립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사회가 

취하는 방식을 비틀어보려는 목적, 현대의 예술이 

취하는 고정관념이나 모순된 점을 뒤엎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16년 동안 이어온 그

들의 활동 목적은 그리 얄팍하지 않더라. 

기업의 형태와 아트의 개념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 

어렵다. 회사의 형태라면, 무엇이든 ‘생산’해야 하지 

않는가? 회사의 형식으로 운영하되, 이토이가 생

산해내는 것은 제품이 아닌 예술의 가치다. 생산

품이 추상적이다. 가치를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예술에 투자를 한다는 점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

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전 세계에서 만나게 되

는 이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여기 2층에 주식 상장표를 걸어놓은 이

유도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토

이가 주식회사로 인정받기까지도 무척 고된 싸움

을 벌여야 했다. 사실 데미안 허스트, 아니스 카푸

어 등 스타 아티스트도 작업실을 회사처럼 운영

한다. 작가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작품들이 한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며 작품을 생산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스

타 아티스트와 함께 생산자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이토이와 다르다. 

이토이와 같은 개념으로 형성된 아티스트 그룹이 

있을까? 이토이 코퍼레이션이 투자하고 소장한 

작품 컬렉션 중에 ‘트랜스 내셔널 리퍼블릭’이란 

것이 있다.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를 이동

하는 나라’라는 개념 작업인데, 나라는 국민들에게 

주민증 같은 것을 준다. 그런 작업이 우리와 비슷

하지 않을까 싶다. 이외에는 거의 들은 적이 없다.     

이토이 
코퍼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툭 튀어나온 질문, 
“그럼, 이토이가 생각하는 아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들의 말대로 아트에 대한 정의는 
아티스트의 몫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들의 존재와 작업을 들여다볼수록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editor·한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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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페어 등 기존의 예술 시장은 작품의 가치를 평

가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토이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수, 개최하는 전시 횟수 등으로 관

객에 의해 주식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관

객의 관심이 적어지고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느 날 

이토이 코퍼레이션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토이 코퍼레이션이 활동하면서 지키는 룰이 존재

하는가? 질문을 받자마자 우리에게 어떤 룰이 있

을까, 잠깐 고심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행

동 양식에 대한 룰은 없지만, 이런 약속은 존재한

다. 개념 회사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매니

지먼트 미팅을 한다는 것과 모든 것을 브랜드화시

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광주에서 벌이는 프로젝

트에서 요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컬러, 폰트 

등은 프로젝트마다 정해져서 진행되는 것들이다.    

예술에 있어 주류가 존재한다면, 이토이는 주류의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된다. 주류가 붙들

고 있는 형식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

는가? 기존의 체제나 미술 현상에 저항하고 비판

하는 데엔 관심이 없다. 그저 예술에도 다른 형태, 

다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

력하고 있다. 어떤 비교보다 새롭고 미래적인 것을 

제안해 기존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 이토이 코퍼레이션도 완전

히 새로운 형식이라고 말할 순 없다. 기업의 구조, 

컨테이너 박스 등은 우리가 기존에 사회 속에서 보

아온 것이지 않나? 그런 형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뿐이다. 

이토이가 실현하는 최대의 가치란? 나눔과 참여는 

회사 경영의 기본이다. 단순히 생산된 가치로 환

원되는 주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나눔의 대상이 있다. 보는 사람들은 이토이 코퍼

레이션이 나누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의도를 파악

하고 공유하면 된다.

이토이 코퍼레이션 www.eto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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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y.POL 룩셈부르크 출신이면서 베를린에 거주한 폴은 

플래툰과 인연이 되었다. etoy.MAKI 마키는 2007년 인턴십을 

통해 지금은 정식 요원이 되었다. etoy.MONOROM 가장 

오랫동안 이토이 코퍼레이션과 함께 해온 여성 멤버로 

1998년부터 ‘토이워’라는 웹상의 장난감 전쟁 프로젝트를 

통해 이토이에 참여했다. etoy.SIVAN 2004년부터 현재 이토이의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 기술 담당의 중추가 되고 있다.  

1 어린이를 위한 작품 <이토이 

브루드>(2002)에서 포즈를 취한 요원들. 

어린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장착된 공간 

속에 들어가 아트, 미래, 그리고 무한성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다. 2 <미션 

이터너티-석관>(2006)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와 예술, 기억, 시간, 죽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살아 있는 동안 한 개인과 

연관된 데이터들을 저장한 석관이다. 3 <미션 

이터너티-타마타>(2010)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다뤘다. 사진작가 김중만을 

테스트 파일럿으로 삼고 그의 데이터를 공에 

담았다. 공들은 서로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김중만을 표현한다. 4  이토이의 작품이 

설치된 쿤스트할레 광주 컨테이너의 2층. 

3 <한국 드로잉 30년> 

9월 16일~11월 

21일 소마미술관 02-

425-1077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작가 70명의 

드로잉 작품을 전시한다. 

드로잉이 창작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여겨지며 최근 

그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시류에 힘을 실어줄 만한 전시다. 3백여 점이라는 

전시 작품 수도 방대하다. 드로잉, 산업 드로잉, 

멀티미디어 드로잉 등 드로잉의 종류별로 모았다. 

신학철 

‘메이퀸의 추락’ 

1971 

2 장영혜중공업 

<Down in Fukuoka 

with Belafusian Blues> 

10월 7일~11월 7일까지 

갤러리현대 02-2287-

3500 장영혜와 마크 

보주로 구성된 장영혜 

중공업이 개인전을 

연다. 한국에서 6년 

만에 선보이는 전시다. 웹아트, 설치 작품 등으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동안 뉴 뮤지엄, 테이트모던, 퐁피두 

센터의 커미션 작업을 해오고 비엔날레 참여로 주목을 

받았다. 8점의 싱글 채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영혜 중공업

4 <로니혼> 

10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02-

733-8449 작가 

로니혼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그녀는 

주로 특수한 장소와 

특수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기억에 대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대상의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고, 

이를 위해 인물, 동물, 자연을 촬영한 사진을 즐겨 

사용했다. 또 책, 드로잉, 소설, 조각 등의 매체 작업은 

미술 사조로는 설명할 수 없이 독자적이다. 3점의 

드로잉, 10세트의 사진, 5점의 조소 작품을 볼 수 있다. 

‘Two Pink Tons’ 2008

1 <내셔널 지오그래픽> 10월 29일~12월 

9일 한가람미술관 1544-1681 1888년 미국 

지리학회에서 첫 발간하여 전 세계 28개국 31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이 대거 전시된다. 최초로 컬러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23년 동안 바닷속 생물, 

성층권에서 바라본 지구와 우주의 모습, 야생동물 

등 지구가 간직한, 앞으로도 간직하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Paul Nicklen ‘바다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