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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30회 전국회룡미술대전에 입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표구비 입금 및 시상, 전시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입상자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구제작 안내
표구는 전시 진행을 위해서 일괄표구를 합니다. (표구하지 않은 작품은 낙선처리)

- 표구사 : 표구명가 동경 
- 표구비 입금처 : 국민은행 / 김진련 / 057801-04-180327
- 납부기한 : 10월 18일 (월)까지

2. 전시일정 안내 
- 전시기간 : 1부 – 서예. 문인화 부문
                 2021년 11월 2일 (화) ~ 11월 5일 (금)
           2부 – 미술부문
                 2021년 11월 7일(일)~11월 10일 (수)
- 전시장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실 전관

3. 작품반출 : 1부 – 서예. 문인화 부문
                  2021년 11월 6일 (토) 10시 ~ 12시
           2부 – 미술부문
                  2021년 11월 11일 (목) 10시 ~ 12시
※ 기일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심사 결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규  격 금  액 비  고

가로70×세로135cm
가로50×세로135cm
가로70×세로70cm

60,000원

가로35×세로135cm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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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30회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분야 성명 분야 성명
서예 박애경 문인화 류정열
서예 이진숙 문인화 김수길
서예 류정열 문인화 최옥미
서예 박정화 문인화 정남진

켈리그라피 김명옥

2021 제30회 전국회룡미술대전 심사결과 

대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문인화 47 위진우 소나무

최우수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60 유향남 시경구 매화시

우수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32 윤병철 두보시

문인화 103 이병옥 한가로운 오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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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국회의원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26 이선재 청음선생시

문인화 73 이명선 소나무

문인화 87 이성희 연

오체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67~71 이종국

계자수잠
칠언절구

이완장군시
채근담

사자성어

문인화 64~68 고민숙

동백
등나무
연꽃

실국화
묵난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30 김정민 지봉선생시

서예 50 송현순 자경문구 채근목과

문인화 54 손경순 비파

문인화 112 양홍준 여유(연)

켈리그라피 17 박정영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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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문인화 81~85 김나영

은행나무길
능소화
대나무

해바라기
매화

문인화 24~28 이우택

조롱박
국화
홍매

대나무
연꽃

삼체상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33~35 구기숙
행복

세월이 가면
국화옆에서

서예 42~44 김태억
율곡선생시
고시대련구

화위량선생시

서예 39~41 남정재
옥봉선생시
서애선상시
축객서구

서예 61~63 박정희
누가복음

잠언
시편

서예 3~5 안미희
이해인시 벗에게(한글해서)

김춘수시 꽃(한글행서)
나태주시 사는법(한글판본체)

서예 45~47 양경옥
다산선생시
백매홍근

댓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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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36~38 정영숙
다산선생시

동기창선생시
심괄선생시

서예 11~13 정행일
나웅선사시

꽃은피어날때
유경환시 산노을

문인화 41~43 김계순
연꽃

해바라기
장미

문인화 12~14 김기정
묵죽
국화
모란

문인화 1~3 박한녀
매화
난초
국화

문인화 21~23 윤건자
난초

대나무
국화

문인화 18~20 윤영순
국화
난초

대나무

문인화 58~60 임난숙
매화
국화
포도

문인화 61~63 홍진호
국화
연

포도

켈리그라피 7~9 박은실
내가 너를

그 말
사는법

켈리그라피 11~13 이인서
별빛같은 나의 사랑

시작
가을향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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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켈리그라피 4~6 장현주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겨울나무
빼꼼

특선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56 박병한 이육사의 청포도
서예 58 백옥실 매월당시 화매화
서예 31 서갑술 완당 선생시
서예 64 양홍준 문창규 선생시
서예 57 이가자 국화옆에서
서예 54 이원숙 회제선생시(서경음)
서예 28 이주연 김이곤 선생시
서예 48 조병돈 賈玉선생춘사일수
서예 8 최은영 매월당 선생시
서예 51 황덕례 나옹선사시
서예 27 황범순 최기남 선생시
서예 16 황선미 고린도전서 13장

문인화 94 고운옥 능소화
문인화 38 김관식 부엉이
문인화 50 김은미 모란
문인화 52 류정열 소나무
문인화 71 박종열 들국화
문인화 6 서원방 묵난
문인화 40 손승주 대나무
문인화 91 안숙희 자목련
문인화 34 안영순 동백
문인화 33 오남숙 포도
문인화 15 이연환 묵난
문인화 93 이종후 백매화
문인화 70 이현주 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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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문인화 10 임영현 연꽃
문인화 56 정레아 소나무
문인화 36 최군지 감
문인화 78 최윤경 묵난
문인화 48 최은영 석란
문인화 88 최정순 홍매

켈리그라피 3 김순영 내가 나에게
켈리그라피 1 심순옥 대수풀노래(김소월시)
켈리그라피 20 정의석 유월의 보리밭

입선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2 강혜옥 황진이 시(해서)
서예 52 고창옥 논어구
서예 20 김상애 선시
서예 7 김선희 다산선생시
서예 59 김언도 이백시 산중문답
서예 24 김은경 사시음
서예 49 류세일 명심보감구
서예 14 박창규 정한모시 가을에
서예 15 박창규 잊혀져가는 세월
서예 10 박현철 백운선생시
서예 66 양홍준 이방응 선생시
서예 25 유규희 명심보감구
서예 21 윤항노 서산대사시

서예 1 이미경 운곡선생시(예서)

서예 23 이영준 이숭인 선생시

서예 53 이원숙 이완용의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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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서예 9 이정재 다산선생시
서예 22 장현철 청운만리
서예 55 최경자 백운거사시
서예 29 최림 조지훈님의 낙화
서예 6 한경석 허목선생시
서예 18 홍순유 엄마걱정
서예 19 홍순유 구월이 오면
서예 17 황선미 멋지게 사는법(용혜원시)

문인화 95 고운옥 황국
문인화 29 길영웅 묵난
문인화 86 김경선 꽃들의 합창
문인화 39 김관식 포도
문인화 51 김은미 매화
문인화 31 김일태 묵죽
문인화 53 류정열 매화
문인화 72 박종열 장미
문인화 5 서원방 국화
문인화 55 손경순 모란
문인화 90 안숙희 청송
문인화 35 안영순 비파
문인화 32 오남숙 모란

문인화 30 윤상돈 묵난
문인화 44 이동휘 소나무

문인화 74 이명선 봄나들이

문인화 75 이명선 묵난

문인화 76 이명선 풀잎구슬

문인화 77 이명선 파초와 자목련

문인화 45 이수진 조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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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출품분야 접수번호 성명 작품명
문인화 16 이연환 맑은바람
문인화 92 이종후 소나무
문인화 69 이현주 묵목단
문인화 11 임영현 포도
문인화 9 정동근 그윽한 죽향
문인화 57 정레아 묵란
문인화 4 정성희 묵난
문인화 46 조희경 황국
문인화 37 최군지 포도
문인화 17 최병창 연
문인화 7 최용주 황국
문인화 8 최용주 석란
문인화 79 최윤경 국화
문인화 49 최은영 묵란
문인화 89 최정순 백목련

켈리그라피 2 김순영 행복
켈리그라피 15 김시아 무소유
켈리그라피 22 김지연 수선화
켈리그라피 21 박미양 아름다운 이유
켈리그라피 16 박정영 삶의 고뇌
켈리그라피 18 이은주 행복
켈리그라피 10 이혜정 달님같은 사랑
켈리그라피 23 정미애 무소의뿔
켈리그라피 19 정의석 사랑의 기다림
켈리그라피 14 조상옥 너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