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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Keunyoung, an artist based in Daejeon, has held around 30 exhibitions in the last 30 years, 

starting in the late 70s. Yoo has been interested in sequential works;

his sequences include series named “Untitled,” “Gunhwipo,” and “ Cosmic Space.” One of the most 

famed sequences is titled “The Odd Nature,” which he painted most often, and for the longest 

duration. In this sequence, grass, trees, flowers, mountains are featured-and these are outrageous 

nature, literally. These are not grass, trees, flowers, mountains that you can see in real nature; 

they are in weird shapes and colors. Where does Yoo come up with these extraordinary natural 

elements, then? Yoo explains the motive as follows:

“In the late seventies, a friend studying oriental medicine sent me a flowerpot, with the phrase, 

shinnongbaekcho written on it (Shinnong is a Chinese character who is said to have tasted 

hundreds of plants, baekcho, to find those useful to humans, thereby firs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medicine) I liked that phrase-the part about hundred plants. Suddenly I had the urge to paint 

hundred kinds of plants.”

According to Yoo, “The Odd Nature” started from a chance encounter with a friend. Still, that 

meeting later became an essential element in making up “The Odd Nature” and Yoo’s artistic 

works.

Even in the face of ever-changing state of things, there must be a foundational basis that leads all 

changes. This is also the case in art; many artistic works give birth to numerous variations, but 

even among these variations, a certain basis can be found. In art, the two representative 

candidates are classicism and romanticism.

If classicism can be characterized as Apollo, romanticism is Dionysus. If classicism is elegant, 

romanticism is dynamic. Reason, discipline, discipline, balance, proportion, and harmony are words 

that describe classicism; passion, imagination, infinity, strength, sublimity describe the other. 

Classicism and romanticism ran all the way through the history of art, and gave birth to many 

other styles, old and new. Yoo's "The Odd Nature" is closer to romanticism among the two. More 

specifically, it is akin to expressionism, a legitimate modern child of romanticism. It is only natural 

to be reminded of Emil Nolde, the German expressionist, or Julian Schnabel, the German artist of 

new-expressionism.

Starting with expressionism, the styles that are grounded in romanticism usually take as its 

backdrop an unstable period of time, such as a revolution or war. It may be difficult to tell them 

exactly apart, but sometimes this instability may originate from the individual's anxiety. Yoo's "The 

Odd Nature" was also born during an uncertain era, among unstable personal history. The 70s in 



Korea was a turbulent time; it shook up Yoo's life, too. Surrounded by new Western trends 

appearing every day, he agonized over what to paint, even gave up the brush for a time to study 

aesthetics, and all the while, he had to fight poverty: Yoo's series titled " Gunhwipo" was drawn 

on dry diapers pulled from the clothesline.

Expressionism tries to express the subjective mental state of a human being faced with the 

uncertainty of reality. Rather than an accurate depiction or a realistic form of an exterior object, it 

tries to capture the psychological uneasiness or agony of the individual looking at the object. And, 

that uneasiness or agony is expressed in distorted or deformed object. the natural elements in 

Yoo's "The Odd Nature" are not the nature of reality. Flowers, grass, trees, mountains are all 

unfamiliar. Through unfamiliar flowers, grass, trees, and mountains, we face unfamiliar nature. At 

first sight, the unfamiliar nature appears flashy; but this ostentatiousness does not feel as luxury: 

it is anxiety that we feel. The flowers, grass, and trees appear to be exposed to nuclear radiation: 

they are jutted, distorted, twisted, and segmented. Colors mix and clash.

However, the expressionists don’t tell us where exactly the anxiety comes from. the true nature of 

the anxiety is vague. This ambiguity lets expressionism acquire a way to go beyond reality. In the 

dead-end world wher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live by reason or consciousness, expressionists try 

to get by with the sensibility and the unconsciousness. For this reason, expressionism is intuit0ive: 

it doesn’t calculate or measure. The dynamic primary colors, primitive texture, and sporadic lines 

stimulate our sensibility and unconsciousness. What answers to find through this stimulus is our 

task, as well as the artist’s. We may not ask what the correct answer is: such an act is the exact 

thing expressionism tries to transcend-reason and consciousness.

Therefore, placed in the context of expressionism, a relative of romanticism, it is a foolish act to 

ask what Yoo tries to show us through “The Odd Nature.” Or rather, one is free to ask, but it is 

foolish to try to find the correct answer. Each viewer must close the window of consciousness and 

move towards his unconsciousness, feeling the paintings with his five senses. Only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be immersed in the dreamy, fantastic world of Yoo, Keunyoung’s art.

Amid the noise of a creaking fan, the sound of Beatles drifts through. Canvases stand at each wall 

the music bounces off. The incomplete canvases are at carious stages-some are completely empty, 

some have only bare sketches, and still others are caked with paint. There are also some canvases 

that are almost finished. Underneath the canvases, brushes of all sizes are littered on the floor.

Through this disorder, a man steps up to the canvas in the middle. He stares hard at the figures 

on the canvas for a while, finally picks up a big-sized brush and starts applying colors to the 

canvas. His strokes gain speed,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lette and the canvas. Oils, 

pastels, and ink freely color the canvas; layers of paint and dripping colors create a dizzying array 

of texture. The clash of primary colors pierces through the canvas, piercing sharply through air. 



Red envelops blue, straight lines encircle slanted lines. Flowers look somewhat like flowers, 

mountains look somewhat like mountains.

Already the man is sweating on his forehead. He spent half of his life buried deep in paintings. 

He wanted to sublimate darkness, always more abundant than light, through painting. Even the 

canvas in front of him seems to perspire. The Beatles is playing “Hey Jude.” The man dances. He 

beats the canvas with his brush, as if he’s drumming. The canvas, too, grooves to the music. Paint 

spots, speckled and shriveled up on the floor, urge the party on. The bicycle, looking quietly on, 

starts wheeling its spokes. The atelier has now turned into a wild party.

All of us wish for a tranquil old age. Rather than uncertainty and disruption, we hope for stability 

and peace. However, life doesn’t always bring what we wish for; and in art, it doesn’t have to. 

Accepting anxiety as it is, and showing disruption as disruption is art, and a great provision for 

the late stages of one’s life. If enjoying anxiety is one’s destiny, it wouldn’t be a bad idea to do 

it through painting. Would it be being too pessimistic to hope Yoo’s “The Odd Nature” stays as 

dark as it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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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영.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그는 7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30여차

례의 개인전을 했다. 그는 연작들을 즐겨 그려왔다. <무제>, <건회포>, <우주적공간> 등 으로 

명명된 연작들이 있다. 그의 연작들 중 가장 대표적 연작은 <엉뚱한 자연>이다. 그는 <엉뚱한 

자연>이라는 연작을 그의 작품 생애 동안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그려왔다. <엉뚱한 자

연>에는 풀, 나무, 꽃, 산 등등 자연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자연은 그야말로 엉뚱한 자연이다. 

이 세상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풀, 나무, 꽃, 산 등이다. 모양도 엉뚱하고 색도 엉뚱하다. 그렇

다면 이 자연은 어디서 온 자연일까?

유근영은 <엉뚱한 자연>을 그리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70년대 후반, 한의학을 공부한 친구가 화분을 보내왔는데 <신농백초神農白草>라고 적혀 있었

습니다. 그 글귀가 마음에 들더군요. 백초라. 문득 백가지 풀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을 참고하면, <엉뚱한 자연>은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우연은 <엉뚱한 자연>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가 되어 유근영의 그림 세계를 이루어나간다.

수없이 변하는 현상들 속에도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본축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는 예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변주를 빚어내지만 그 다양한 변주 속에

도 일정한 기본축이 존재한다. 예술의 경우 그 기본축의 대표적 후보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들 수 있다.

고전주의가 아폴론 풍이라면, 낭만주의는 디오니소스 풍이다. 고전주의가 단아한 형식이라면, 낭

만주의는 역동적 형식이다. 이성, 질서, 균형, 비례, 조화 등이 고전주의를 수식하는 어휘라면, 

열정, 상상력, 무한, 질풍, 숭고 등이 낭만주의를 장식하는 어휘이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예

술의 역사를 관통하며 여러 선배 및 후배 양식들을 탄생시켰다.

유근영의 <엉뚱한 자연>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 낭만주의에 가다. 더 정확히는 낭만주의

의 현대적 적자인 표현주의에 가깝다. <엉뚱한 자연>을 보며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에밀놀데나 

독일의 신표현주의 작가 줄리앙 쉬나벨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표현주의를 위시하여 낭만주의의 계보에 속하는 양식들은 대체로 불안정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다. 혁명이나 전쟁 등이 따라다닌다. 딱히 나누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 불안에 기인할 

수도 있다. 유근영의 <엉뚱한 자연>도 불안정한 시대와 불안정한 개인사 속에서 탄생하였다. 

한국의 70년대는 격동기였다. 유근영의 개인사도 격동하였다. 물밀듯 밀려오는 서구의 사조들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번민하였고, 번민의 와중에 붓 대신에 미학이라는 학문 속을 방황

하였고, 가난과 싸워야 했다. 유근영의 <건회포> 시리즈는 빨래 줄에 걸어둔 아기의 마른 기저

귀를 빼내 그린 그림들이다.

표현주의는 현실의 불안정 앞에선 인간의 주관적 심리를 표현하려고 한다. 외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나 사실적 형상보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적 주체의 심리적 동요나 번민을 표



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동요나 번민은 대상의 일그러짐이나 변형으로 나타난다. 유근영

의 <엉뚱한 자연>에 등장하는 자연은 현실의 자연이 아니다. 꽃, 풀, 나무, 산 모두가 낯설다. 

낯선 꽃, 낯선 풀, 낯선 나무, 낯선 산 등을 통해 우리는 낯선 자연과 마주한다. 일견 그 낯선 

자연은 화려하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은 럭셔리하지 않다. 불안하다. 핵 방사선에 노출된 듯 보

이는 꽃, 풀, 나무 등이다. 돌출되고, 일그러지고, 휘고, 분절되어 있다. 색들이 엉키고, 충돌한다.

그런데, 표현주의는 그 불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지 않는다. 불안의 정체가 모호하

다. 표현주의는 그 모호함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성이나 의식으로는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꽉 막힌 세상. 그 세상을 감성이나 무의식을 통해 헤쳐 나가려 한다. 

그러기에 표현주의는 직관적이다. 계산하고 측정하지 않는다. 역동적 원색과 원초적 질감과 돌

발적 선들이 우리의 감성과 무의식을 자극한다. 그 자극을 통해 어떤 해답을 찾을지는 작가를 

포함한 우리들 각자의 몫이다. 정답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없다.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기

대하는 일은 표현주의가 넘어서려고 하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유근영의 <엉뚱한 자연>을 낭만주의의 계보인 표현주의의 맥락에 놓을 경우, 그 <엉

뚱한 자연>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묻는 일은 엉뚱한 일이다. 아니, 묻는 일은 자유겠지

만 정답을 기대하는 일은 자못 엉뚱한 일이다. 관람자 각자는 의식을 닫고 무의식을 자연스럽

게 열어 그의 그림을 오감으로 느끼면 된다. 그의 그림이 펼치는 몽환과  환상을 살 위의 소름

에 흠뻑 적시면 된다.

삐걱거리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섞이는 비틀즈의 음악이 강력하다. 음악이 부딪히는 

벽들 곳곳에 사각의 캔버스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텅 빈 것,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 덕지

덕지 물감이 엉켜 있는 것, 거의 완성된 것 등 다양한 캔버스들이 어지럽다. 캔버스 아래로는 

각종 크기의 붓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 어수선한 공간을 비집고 한 남자가 중앙의 캔버스로 다가선다. 캔버스 위의 형체를 한동안 

노려보던 그 남자는 큰 붓을 집어 들어 캔버스에 색을 바른다. 팔레트와 캔버스 사이를 오가는 

그 남자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유화 물감, 파스텔, 먹 등이 캔버스 위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겹

겹이 쌓이는 물감과 흘러내리는 물감이 만나 난장의 질감을 이루어낸다. 원색들의 충돌이 캔버

스를 비집고 올라와 섬광처럼 공기를 가른다. 빨강이 파랑을 휘감고, 직선이 사선을 돌린다. 꽃

은 꽃 같기도 하고, 산은 산 같기도 하다.

어느덧 그 남자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생의 절반을 그림 속에 묻혀 산 남자. 빛보다 

더 많았던 어둠을 그림으로 승화시켜나갔던 남자. 마주 선 캔버스 위에도 이제 땀이 배어 나온

다. 비틀즈의 음악 <헤이 주드>가 귓전을 때린다. 그 남자가 춤을 춘다. 붓이 캔버스를 드럼삼

아 두드린다. 캔버스도 어깨를 들썩거린다. 화실의 바닥 곳곳 눌러 붙었던 물감 얼룩들도 얼쑤

얼쑤 추임새를 넣는다. 물끄러미 지켜보던 자전거도 살을 돌리기 시작한다. 화실은 이제 축제다.

누구든 삶의 후반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불안과 분열보다는 안정과 화평이 깃들기를 바란다. 그

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삶이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술이다. 불안을 불안대

로 놓아두기. 분열을 분열대로 보여주기. 그런 것도 예술이고, 훌륭한 말년의 양식이다. 불안을 

불안대로 즐기기. 그것이 숙명이라면 그림과 더불어 불안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유근영의 <엉

뚱한 자연>이 화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우울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