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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5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9. 11.1(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o 

    

제16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 All of the Above > 개최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로버트 이 
 

 
  ▶ 전시명 : 제16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All of the Above" 

  ▶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로버트 이 

▶ 전시기간 : 2019.11.8(금)-11.22(금) /개막식 : 2019.11.8(금) 19:00-21:00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주최 :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LA한국문화원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 토 10:00 -13:00 

  ▶ 붙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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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회장 오경자)과 함께 

11월 전시로, "제16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All of the Above" (The 16th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Award Recipient Exhibition "All of the Above")" 전시회를 11.8(금) 부터 

11.22(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LA한국문화원은 여러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이 혼합 된 공간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어 교실, 공연, 영화, 한국문화 워크샵, 요리 세미나, 태권도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각종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LA한국문화원의 방문자들도 가지각색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LAPD 

경찰관, 군인, 교육자, 공무원, 관광객 등 여러 기관과 나라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 곳을 

찾는다.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달력을 보면 그 달의 행사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로버트 이 작가의 이번 개인전 < All of the Above >은 문화원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공동 사용 및 협상의 

제스처 적 특성에 관심을 가졌다. 문화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이식 의자를 중심으로 일련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전시회는 갤러리와 한국어교실로 사용될 공간의 역할을 또한 제공한다. 

EEEERRRRGGHHHH 
Cultivated Gourd, Brass Plated 
Steel,  
11 X 8 X 7 inches, 2015 

WAAHH 
Cultivated Gourd, Brass Plated 
Steel,  
14 X 9 X 7½ inches, 2015 

 

Typecast OOO 
Cultivated Gourd, Brass Plated Steel, 
pegs 
8 X 9 X 11 inch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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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의자의 이동식 건축(mobile architecture)은 참석, 휴식, 이동, 또는 부재 등 관객의 참석여부에 

따라 사용목적이 달라진다. 갤러리 공간은 전시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보다 문화원의 행사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다목적인 용도로 제공된다. 

 

작가의 조각작품은 사용되는 재료와 그들이 가지고있는 잠복된 인간의 제스처를 이용한다. 무인 공간의 

점령 (Occupations of Uninhabited Space)에서 조롱박은 단단한 형태로 재배되어 성장을 예측하고 

재배치 한다. 조롱박과 예측 사이의 협상은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2019. 11.8(금)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11.22(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KAFA) 

KAFA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미술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1992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명씩 당선자를 선정했으며 1996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카파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1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상금 $15,000과 더불어 LA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기회가 주어진다. 

 

▶ 로버트 이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시애틀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이 작가는 예일대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대학에서 미술석사(MFA)를 받

았다. 그의 작품은 나다(NADA) 뉴욕 개인전을 비롯해 시애틀, 

포틀랜드, 텍사스, 암스테르담, 서울 일민미술관 등지에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펼쳤다. 현재 시애틀에 있는 코니시 칼리지 

오브 아츠(Cornish College of the arts)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