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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1994 년 1 월 1 일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홍성윤은 2017 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에서 순수예술로 수석 졸업을 마치고 2018 년부터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작가는 Y∞n1verse 라는 닉네임으로 

스스로를 하나의 우주로 명칭하며 회화,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의 다양한 형태로 그녀의 세계관을 표현한다. 

서양의 양자역학과 동양의 중용 정신에 영향을 받은 작가는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를 잇는 형이상적 패턴과 흐름을 

탐구한다. 미시적 요소의 확장이 거시적인 요소로 비추어질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 풍경이 미시적 요소에 품어지는 

현상을 그려냄으로써, 상호보완적이자 이원적인 세계의 일체성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개인이라는 소우주와 세상이라는 

대우주를 같은 가치를 보며, 둘 사이를 연결하는 끈에서 의미를 찾는다.  

 

Born on January 1st 1994 in Seoul, Y∞n Hong spend her school days in America where she got B.F.A. degree in Fine 

Art with Cum Laude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in 2017. Returned homeland in 2018, she has been working 

on various media including drawing, painting, film, installation, and upcycling while doing residencies in Sweden in 

2018 and Panama in 2019. With her nickname ‘Y∞n1verse’, she identifies herself as a single Universe.  

Influenced by western quantum mechanics and eastern philosophies on golden mean, Y∞n studies on metaphysical 

patterns and flow occurring in-between the micro and macro worlds. Visually connecting the small to the giant and 

vice versa, she stances for dualistic monism that the world exists within complementary forces, and the meanings 

reside in the bond between the two.  

 

Note  

만물을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뉘어 보았을 때, 작가는 미시적 요소와 (원소, 세포, 핏줄) 거시적 풍경 (행성, 은하, 

우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들이 과학적, 종교적, 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 분석한다. 이 탐구의 결과물을 

생명과 흐름의 상징인 물 위에 가루나 잉크를 떨어뜨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흘려보내어 예술이란 결실로 이루어낸다. 

미시적 요소들의 확장이 거시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 풍경이 미시적 요소에 품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크고 작고, 어둡고 밝고, 가깝고 먼 상호보완적이자 이원적인 이 세계의 연결/유대를 이룬다.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존재가 거대하며 미세하고, 하나의 개체인 동시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각성하기를 

바란다. 인간은 물리적 또 철학적으로 중간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순회하는 만물의 흐름 속에 분리보다 일체성을 

느껴 더 강인하고 탄력 있는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