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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분명한<Small but Obvious >

이상미는 선의 흔적과 일상의 사물 그리고 텍스트로 관계 를 표현한다 일상에 , ' Relationship' . 

무심하게 흩어져있는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사적인 기억과 감정은 사물이 가진 내, 

먄의 색으로 연장된다 특히 금박의 표현은 작고 유약한 사물의 강한 내면의 힘 그 안의 반. , "

짝임 을 발견하고자하는 작가의 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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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작가는 에서 판화를 했으며 홍익대학교 판화과 É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 , 
박사과정 수료중입니다.
작가와 관계를 맻는 일상의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드로잉과 지판기법을 위주로 작업하고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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