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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민 

송수민은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사건, 주변의 풍경과 사물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이를 재해석한다. 이렇게 해석된 이미지는 감추고 드러냄으로써 다의적으로 

확장된다. 작가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이미지를 해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왜곡, 변질되는 생경함에 주목한다. 클로즈업과 롱샷을 오고가며 

색감과 채도에 변화를 준다. 이를 통해 이미지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관객의 

감정을 직접 건드리는 낯선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이들 이미지는 작가의 

작업과 맞물리며 조합과 해체를 반복한다. 때로는 캔버스를 접거나 늘어트리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 가상과 현실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협은 

화면에 낯설게 등장하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더욱 강화되며, 이는 너무 빨라 

포착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추상성과 닮아있다.

Song Sumin

Song Sumin collects images of events she does not experience and 

images from her surroundings, and interprets them in her own way. The 

images interpreted this way radiate various meanings, hiding or disclosing 

some of them. Song pays attention to the unfamiliarity when the images 

that are produced via media are distorted and altered. She changes 

their color hue and chroma, and adopts a close-up shot or a long shot. 

Through these skills, she transforms images, creating an unfamiliar mood 

that impresses the viewer. Song continuously collects images that our 

modern society produces to make her work through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Sometimes by folding or stretching out a canvas, she 

emphasizes the ambiguity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his threat 

is strengthened by unfamilar geometric figures that appear on the 

canvas, and this takes after the abstractness of modern society that is 

so fast that we can’t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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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90×116.8 cm

2,1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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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40 cm

4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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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attern

2020

Acrylic on canvas

91×91 cm

2,000,000 KRW

아트사이드 갤러리 : 송수민



67

자국_green line

2020

Acrylic on canvas

30×30 cm

3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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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리듬

2020

Acrylic on canvas

60×60 cm

1,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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