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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at Chakra: Lotus Vishudda (차크라시리즈)

영상 프로젝터, 스피커, 복합재료
3분 18초

2020

https://vimeo.com/245317781

※ 동영상일 경우,



(차크라 시리즈)



Addition & Division: 덧셈뺄셈

영상과 사운드
2분 51초

2019

https://www.yoon1verse.com/addition-division



1 + 1 =

영상, 사운드
3분 26초

2017

https://www.yoon1verse.com/1-1-2017-1 



What Gathers a Vortex

2022
복합 미디어 설치

350 x 240 x 140 cm



광물함

2022
혼합재료

1 x 2.5 x 2.8 m 

Little Pond of Lapiz Lazuli

2020
천연석, 아크릴, 레진

25 x 25 cm



납작머리까치돌탑

2020
아이소핑크폼, 천연원석가루, 페인트, 

12 x 15 x 7cm

고인돌

2020
아이소핑크폼, 천연원석가루, 페인트, 
10 x 13 x 8cm



Star-blossoms(별꽃)

2020
캔버스에아크릴

90 x 90 cm

Filling Moon 

2021 
캔버스에아크릴, 레진

120 x 120 cm 



A Cup Of Sunset

2017
원석가루, 손세정제, 물, 기름, 유리잔

5 x 5 x 10 cm



파동풍경

2018
종이에팬
15-20호



Star-beings series

ink on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2020

별-것시리즈, 2020, 한지에잉크, 3 -5 호



Digital Illustrations 2021~



Pineal Movement, 2018, 솔방울



Golden Mean, 2016

테이프, 아크릴물감, 캔버스, 3벽, 바닥, 248 x 314 x 152 cm



최근과정중의그림들:

태극이야기



천지인



염소자리



작품세계 및 작품설명

달팽이의 껍데기와 은하계의 모양이 흡사하다는 소소하고도 웅장한 자각은 만물의 연결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촉발했다.

DNA, 지문, 황금 비율 또한 나선 유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주적 질서와 원리 이해를 통한 진리 탐구와 삶의 지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의 예술은 우주적 집단 무의식, 전일적 흐름의 시각화라 볼 수 있는 원형적인 패턴과 상징들을 담고 있다. 만물을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뉘어 보았을 때, 미시적 요소와 (원소, 세포, 핏줄) 거시적 풍경 (행성, 은하, 우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들이 과학적, 종교적, 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 분석한다. 이러한 자연의 양상은 평면 이미지, 조각,

그리고 영상으로 구현해왔다. 생명과 흐름의 상징인 물 위에 가루나 잉크를 떨어뜨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떨어뜨리기도 하며, 파장을 가한 액체 방울의 결합과 해체 과정을 촬영 및 편집한다.

나아가 가시세계 (입자, 물질)와 비가시세계(파동, 정신)를 명상적 차원에서 소통하고자 차크라 테라피를 기반한 영상

시리즈물을 만들어 공간적 설치를 시도했다. 최근 1년은 평면으로 돌아와 윤회와 생의 차원에 대한 풍경화를 그리며

‘파동풍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인류의 영적 경험들이 자연의 원리 안에서 순환하며 진화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이 크고 작은 자연의 신비를 느낌과 동시에 존재적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