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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본연의 기능 이상의 힘을 가지는 순간이 있다. 작
가는 사물을 다루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작지만 
분명한 그 힘이 작동한다고 믿는다. 작가가 지난 몇 년간 
탐구해온 사물은 사과, 배, 감, 브로콜리, 시금치 같이 흔
한 과일과 야채들이며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등의 디저
트다. 작품 속에서 그 것들은 시각적으로 사랑스럽고 따
뜻하다. 작가 개인의 심상에 따라 여러 겹의 선과 파스텔 
톤으로 세련되게 표현되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중심이 되는 사물 주위로 서툰 글자와 
낙서 자국 같은 것들이 보인다. 문자는 비뚜름한데다 작
가 개인으로부터 나온 단어나 짧은 문장들이고 외국어 
표기도 있어서 관람객이 쉽게 해석하거나 맥락을 이해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사물들이 작품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겹의 거친 선들은 사물의 형태를 만드는 역할
을 넘어 작가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다. 금박을 입혀 반
짝이는 부분도 있다. 금박은 소중함을 표현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 번 더 작품을 살펴보고 싶도록 관람객의 호
기심을 자극하고, 작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사랑하
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사랑하는 사
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시간을 경험했다. 지
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사소한 것에도 간
절함을 실어 기적을 바랐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환자를 
위해 먹으면 안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사
과나 브로콜리 한 조각에도 걱정과 기대를 실어야 했다. 
먹는 것 마다 효과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 회복되기를, 또
는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작은 것들의 힘을 믿어보고 싶었고, 그 
순간 작지만 특별하고 완전해 보였던 사물들의 가능성
에 의지했다. 

이상미 작가는 판화를 전공하고 판화 작업을 해왔다. 판
화 중에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콜라그래피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에디션이 많지 않다. 찍을 때마다 색을 달리 
하거나 각기 다른 드로잉을 가미하는 등 완전히 똑같지
는 않은 쪽을 택한다. 이번 전시에는 종이가 아닌 패브릭

에 찍어 벽면을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작품도 있고, 작
업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장의 드로잉을 함께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판화가 아닌 캔버스에 직접 그린 신작
들도 선보이는 등 작품에 있어서나 전시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이다. 

자신만의 표현방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작은 사물
들에 깃든 반짝이고 분명한 힘을 그려내면서, 작가는 절
망 속에서 희망하는 법을 이야기 한다. 일상의 작은 것들
에 기대어 각자의 방식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 큐레이터 정지연

There are moments at which objects hold power 
exceeding their original functions. Artist Lee Sang-
mi believes that such power, small but obvious, is 
at work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feel-
ings of the person dealing with an object. Objects 
that she has explored for several years are com-
mon fruits and vegetables such as apples, pears, 
persimmons, broccoli, and spinach and desserts 
such as ice cream and cakes. In the artist’s works, 
they are visually lovable and heartwarming. De-
pending on the state of her mind, they are depict-
ed in a sophisticated manner, through layers of 
lines and pastel tones.

When Lee’s works are examined more closely, vis-
ible around central objects are what seem to be 
clumsy writing and traces of doodles. The writing 
is crooked and consists of words and short sen-
tences from the artist herself, even including ones 
in foreign scripts, so that viewers cannot readily in-
terpret it or understand its context.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o surmise that ordinary everyday 
objects have come to harbor certain meanings in 
the process of being turned into artworks. Multiple 
layers of rough lines go beyond the role of form-
ing the shapes of objects, reflecting the artist’s 
complex mind. In addition, certain parts glitter be-
cause they have been plated with gold leaf. Gold 
leaf signifies preciousness. Such elements stimu-
late viewers’ curiosity, prompting them to wish to 
look at the artworks once more and to listen care-
fully to the artist’s stories.

In her private life, the artist had to care for a hos-
pitalized family member, watching a loved one in 
pain. She underwent a time of fear that she might 
even lose the loved one. Did she feel as if she were 
clutching at straws? It must have been a time in 
which she wished for a miracle, imbuing even tri-

fling things with her ardent wish. Indeed, the artist 
ha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could and could 
not be eaten on behalf of the patient, and even a 
piece of apple or broccoli inevitably bore her wor-
ries and expectations. She must have hoped that 
every piece of food eaten would be efficacious, 
thus leading the ill one to recover or feel better. 
She wanted to believe in the power of small things 
that she had not heeded in ordinary times and, at 
such moments, depended on the possibilities of 
objects that, though small, seemed special and 
perfect.

The artist majored in printmaking and has worked 
with that medium. Out of printmaking techniques, 
she mainly used that of collagraphy, where depth 
can be felt, and there are not many editions of her 
works. She chooses a work method where the re-
sults are not identical such as changing the color or 
adding a disparate drawing each time she makes 
a print. In this exhibition, some works are not in-
stalled on walls because they have been printed 
on fabrics instead of paper, and others present 
several drawing at once so as to demonstrate the 
work process. In addition, the artist makes new at-
tempts in both works and display methods in this 
exhibition, showcasing new works that are not 
prints but are drawings or paintings executed di-
rectly on canvases.

Portraying the shining and obvious power inher-
ent in small objects through her own expressive 
methods and personal experiences, the artist 
speaks of ways of harboring hope amidst despair. I 
hope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muster courage 
in his or her own way, relying on small things in 
daily life.

 - Curator Jiyeo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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