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순, 『장맹룡비』 

서 예, 60㎝ × 120㎝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01 



황연하, 『한중』 

서 예, 30㎝ × 120㎝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02 



임종남, 『빈교행』 

서  예, 88㎝ × 152㎝ 

가격 :  2,000,000원 

TA 0000000003 



우상근, 『모아』 

한국화, 68㎝ × 78㎝ 

가격 : 200,000원 

TA 0000000004 



김만옥, 『나부』 

한국화, 65㎝ × 75㎝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05 



오웅진, 『추상』 

한국화, 65㎝ × 59㎝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06 



홍보흔, 『염 원』 

서양화, 69㎝ × 78㎝ 

가격 :  700,000원 

TA 0000000007 



서태석, 『강촌』 

한국화, 78㎝ × 69㎝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08 



정회진, 『정』 

한국화, 69㎝ × 69㎝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09 



서종수, 『설향』 

한국화, 67㎝ × 69㎝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010 



조창희, 『사랑과 평화』 

한국화, 45㎝ × 69㎝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11 



윤종근, 『별량 용두산장』 

사 진, 59㎝ × 8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12 



윤종근, 『해룡 해창리』 

사 진, 59㎝ × 80㎝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13 



윤종근, 『대대동』 

사 진,  59㎝ × 80㎝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14 



윤종근, 『별량 용두』 

사 진, 44㎝ × 80㎝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15 



윤종근, 『별량 마산리』 

사 진, 49㎝ × 60㎝ 

가격 :  200,000원 

TA 0000000016 



윤종근, 『초하의 시장』 

사 진,  100㎝ × 65㎝ 

가격 :  200,000원 

TA 0000000017 



민경봉, 『불타는 피아골』 

사 진,  67㎝ × 97㎝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18 



오기관, 『대도무문』 

서 예, 100㎝ × 30㎝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19 



김정열, 『문화가 꽃피는』 

서 예, 175㎝ × 35㎝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20 



TA 0000000021 

조미숙, 『당신, 잘하고 있어요』 

서양화,  45㎝ × 52㎝ 

가격 :  800,000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문득 허무함이 찾아온다면  

누군가와 차 한잔을 마시면서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면 

어떨까요 



김덕기, 『만 추』 

한국화,  63㎝ × 53㎝ 

가격 :  1,500,000원 

TA 0000000022 

눈이 시리도록 파아란 가을하늘 아래 펼쳐진 원색의 

단풍 숲과 맑은 회백색으로 번쩍이는 계곡의 바윗돌

이 연출해내는 색채의 교향악이 인상적인  

지리산 피아골의 만추를 강렬히  터치한 작품  



TA 0000000023 

서병석, 『순천만의 추경』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갈대꽃과 함초가 어우러진 순천만의 배경 



김영황, 『장 미』 

서양화,  65㎝ × 53㎝ 

가격 :  1,000,000원 

청아하고 귀품 있는 장미는 진실한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다. 

TA 0000000024 



TA 0000000025 

제갈미라, 『즐거운 봄이 찾아와』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봄의 생동감을 경쾌한 색상으로 사물을 단순화 재현  



TA 0000000026 

정정애, 『환 희』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봄을 맞는 기쁜 마음을 벚꽃에 심다 



TA 0000000027 

김민자, 『어느 가을날에 행복』 

한국화,  53㎝ × 41㎝ 

가격 :  800,000원 

가을날에 황혼이 비칠 때 기러기는 날고  



TA 0000000028 

김선영, 『월등의 봄』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복사꽃 피어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수묵으로 담았습니다 



TA 0000000029 

김영숙, 『미 소』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자비로운 석불의 미소 



TA 0000000030 

김영임, 『하 나』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함박눈이 내린 아늑하고 평화로운 자작나무가  

있는 풍경  



TA 0000000031 

이영숙, 『억불산』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억불산의 가을 풍경  



TA 0000000032 

손혜경, 『미술관 가던 길』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고흥 연홍도 미술관 가는 길에 아름답게 펼쳐진 

 바닷가 풍경  



강홍순, 『복숭아 이미지』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33 



양재영, 『순천만의 환희』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34 



TA 0000000035 

김맹이, 『생명의  美』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수련을 

 아름답게 보시고 마음과 머리속을 힐링 



백동칠, 『산동의 봄』 

한국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36 

구례 산동의 산수유 봄기운을  

현장스케치를 통해 수묵으로 표현했다. 



TA 0000000037 

김유정, 『봄맞이』 

서양화,  50㎝ × 40.9㎝ 

가격 :  800,000원 

새봄을 맞이하는 설레임을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터치와 칼라로 소녀같은 감성을 표현 함 



TA 0000000038 

위수환, 『심 연』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자아의 본질을 축적된 미지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를 추상화 작품 



TA 0000000039 

김명희, 『솔 향기』 

한국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솔 내용과 자연경관을 화폭에 담아보다 



TA 0000000040 

임종옥, 『싱그러움』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순백의 장관의 모습이 가슴속에 싱그러움으로  

메밀 밭  



TA 0000000041 

배수정, 『모란도』 

한국화,  45㎝ × 53㎝ 

가격 :  800,000원 

꽃 중의 왕 이라고 하는 모란도 입니다.  

모란도 는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여  

예부터 집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TA 0000000042 

고금남, 『apple a person’s Eye』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황금 시계를 두른  손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며 

엄마의 심리는 사탕을 버릴 줄 아는 아이이기를 바래

보는 그림 



TA 0000000043 

송순래, 『해변의 연정』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경이로운 해변의 정취에 힐링 되어 화폭에 담아 봄 



TA 0000000044 

정선덕, 『11월의 순천만』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순천만의 가을을 그렸다   



백동칠, 『생명의 노래』 

한국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45 

순천만으로 돌아온 흑두루미를 화폭에 담음 



김용근, 『녹 음』 

서양화,  45㎝ × 33㎝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46 

월출산 모퉁이 마을에 숲이 우거진 골목길 녹음 방초의 

물결이 여름의 서정을 만끽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

을의 골목을 묘사함. 



TA 0000000047 

우미혜, 『Story』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전통 오방색으로  풍경을 재해석하여  

작가의 심상을 표현 



김덕기, 『동해바다』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48 

동해의 푸른빛과 파도의 흰색이 조화를 이룬  

평화로움을 표현 



김용근, 『파도소리』 

서양화,  53㎝ × 40㎝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49 

바다의 아름다움과 수평선 넘어  

희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음 



TA 0000000050 

이경란, 『갈대풍경』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햇살 좋은 날 화포의 갈대 풍경 



TA 0000000051 

김은정, 『생명의 소리- 계곡』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조계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 바위, 이끼, 신록에 

젖은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 



최민숙, 『쏙쏙- 사는게 뭔지』 

캘리그라피,  35㎝ × 70㎝ 

가격 :  500,000원 

 

 

 

 

TA 0000000052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  이무송씨의 노래처럼  표현한 작품 



TA 0000000053 

김지현, 『가을들녁』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자신을 한없이 낮춘 소나무가 가을걷이를  

마친 들판을 지키는 모습이 발길을 잡는다 



이은숙, 『노란풍경- 쉼』 

서양화,  65㎝ × 50㎝ 

가격 :  1,300,000원 

 

 

 

 

TA 0000000054 

뭉글뭉글한 뜬구름 같은 기억은 은색와이어로 무채

색과 노랑 드로잉 위에 놓여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

은 만남의 상징과 함께 기억의 일부분으로 노란풍

경에 남겨진다.  



TA 0000000055 

손준호, 『순천만의 여름』 

서양화,  60㎝ × 50㎝ 

가격 :  900,000원 

온 몸으로 바람을 껴안고 살아가는 갈대의 느낌을 

인생과 비교 분석하여 문학적 감성으로 표현 



TA 0000000056 

장 순, 『energy』 

서양화,  53㎝ × 40.9㎝ 

가격 :  800,000원 

둥근 항아리를 통해 나 자신과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연결하는 작품이며, 동그라미 여러가지 색들은  

인간의 행복을 의미함. 



임지인, 『책거리 2018』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책으로 대변하는 정보와  

이슈 작가의 일상을 그림에 담아서  

현대인의 삶과 꿈을 형상화 한 작품. 

TA 0000000057 



TA 0000000058 

강맹순, 『연화도』 

서양화,  45㎝ × 37㎝ 

가격 :  640,000원 

푸른 연과 바다의 고기가 살아있음을  

그림으로 승화해 보았음 



TA 0000000059 

정선, 『훨훨날다』 

서양화,  22㎝ × 53.2㎝ 

가격 :  1,500,000원 

내 작품의 모든 영감과 모티브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우주이며, 어머니와 맞닿기 위해  오방색을  

고행하듯 덧칠하고 덧칠한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되어  

그 위를 훨훨 날다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장만호, 『고추를 빨아볼까』 

공예품,  19㎝ × 53㎝ 

가격 :  300,000원 

TA 0000000060 



TA 0000000061 

장안순, 『정화- 치유』 

서양화,  53㎝ × 53㎝ 

가격 :  1,000,000원 

순천만의 생태적인 환경을 소재로 여러가지 다양한 

빛의 색감 중에서 인간의 삶에 원초적인 느낌을 주

는 빛을 화폭에 담아내려 한다. 



장안순, 『순천만 칠면조』 

한국화,  40㎝ × 40㎝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62 

다양한 빛의 색감 중에서 인간의 삶의 원초적인  

느낌을 주는 빛으로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숭고한 

사랑을  환상적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TA 0000000063 

강윤문, 『한옥02』 

도자기공예,  30㎝ × 20㎝ 

가격 :  500,000원 

한옥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

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는 가옥의 형태 구성 



유은주, 『수국들의 속삭임』 

서양화,  63㎝ × 53㎝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64 

작은 꽃들이 모여 큰 무리꽃이 되어 우리에게 풍성

함을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 꽃이며,  바람이 살랑거

릴 때마다 작은 꽃들은 서로 무얼 속삭임. 



TA 0000000065 

장영주, 『순천드라마촬영장』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순천시의 대표 장소 중 하나인 드라마 촬영장을 소재로 

드로잉적인 요소를 담아 표현했다. 



황금엽, 『가을사랑』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 중  

가장 분위기 있는  가을의 낭만을 표현 

TA 0000000066 



TA 0000000067 

조병훈, 『햇살따라』 

서채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순천만의 석양 



임윤복, 『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싱그러움과 함께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봄의  희망을 그린 작품 

TA 0000000068 



오웅진, 『향가』 

한국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69 



류은경, 『유 혹』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TA 0000000070 



이윤숙, 『야생화 달에피다』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끈질긴 생명력으로 피어난 야생화가  

달빛에 스며들어 내면에 행복이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바램 

TA 0000000071 



양재영, 『순천만의 환희』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72 

순천만의 갯벌과 노을진 풍경과 항상 환희적인  느낌

을 갖는데 있음 



서남수, 『물봉선화』 

한국화,  53㎝ × 40㎝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73 

아침 햇살에 영롱한 꽃잎의 물방울을 표현한 것임 



서남수, 『동 백』 

한국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74 

겨울철에 누구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작품을 그렸음.  



신은재, 『나의 꿈』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요소는 많겠지만  

희망을 성취 할 미래의 도전은 책을 통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TA 0000000075 



TA 0000000076 

손선심, 『자연의 향기』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소나무 꽃 송화를 조형을 이용한 작품   



김만옥, 『얼쑤 한마당』 

서양화,  56㎝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77 

우리 전통 농악 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역동성과 

칼라풀한  작업으로 흥겨움을 더하는 작품 



유은주, 『목련이 필 무렵』 

서양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78 

추위가 가신 봄 뜰에 백목련이 피었다 지고 나면  

아쉬움에 자꾸만 나무를 쳐다보게 된다.  

아 ! 자목련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화사하게 핀 나

무를 보며 미소를 짓게 된다. 



TA 0000000079 

황정숙, 『평 화』 

서양화,  45㎝ × 52㎝ 

가격 :  800,000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평화가 찾아오는 오후 바닷가 



TA 0000000080 

권말남, 『자 연』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새벽을 맞이하는 정원의 수국의 자태 



TA 0000000081 

윤유심, 『계 류』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여름날에 계류의 풍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정화시켜주는 그림   



TA 0000000082 

김영모, 『선암사 승선교』 

한국화,  53㎝ × 41㎝ 

가격 :  800,000원 

승선교 가을풍경 



TA 0000000083 

이경현, 『행복을 품다』 

한국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오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편안한 행복을 이야기 한다 



TA 0000000084 

장영숙, 『시간여행』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자동차를 타고 고흥만 

반도를 달린다, 가슴이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나는 생

의 재충전을 한다 



TA 0000000085 

김영남, 『休』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잔의 차와 꽃으로 표현 



TA 0000000086 

김선미, 『순천만』 

서양화,  45㎝ × 52㎝ 

가격 :  800,000원 

순천만은 순천 시민들의 영혼의 고향이며 어디에 있

든 그리움으로 남아 귀향을 꿈꾼다 



김만옥, 『잉 어』 

한국화,  53㎝ × 45㎝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087 



TA 0000000088 

방경남, 『엄마의 품』 

한국화,  48.3㎝ × 34㎝ 

가격 :  640,000원 

양쪽 바위가 엄마가슴으로 표현하고, 포근한 꽃을 바위

가 품고 있는 모습과 나를 품고 있듯 표현했습니다. 



TA 0000000089 

김기덕,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 볼까』 

서양화,  53.3㎝ × 33.4㎝ 

가격 :  800,000원 

해바라기, 천사, 달, 소재로 환상적인 색채 리듬감 

부드러운 마티에르로 사용함 



강남주, 『아브라카타지브라』 

서양화,  45㎝ × 53㎝ 

가격 :  400,000원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진솔한 삶을 살고있는 동물들

의 눈빛은 메마른 현대를 살고있는 우리들 눈빛과

는 차원이 다른 순수가 느껴지는 작품 

TA 0000000090 



배은하, 『그래도 달린다』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배경에 있는 자동차는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표현. 열정적인 내 자신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표현하는 작품. 

TA 0000000091 



장지안, 『희 망』 

한국화,  53㎝ × 45㎝ 

가격 :  800,000원 

개나리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어린 소녀의 미소에서 

밝은 기운이 함께 움터오는 희망 

TA 0000000092 



김회임, 『동 심』 

서양화,  53㎝ × 45㎝ 

가격 :  800,000원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미래 꿈을 이루는  

마음으로  옛 친구들을 그린 작품 

TA 0000000093 



TA 0000000094 

김숙희, 『굽이굽이 산길 따라』 

한국화,  53㎝ × 40.9㎝ 

가격 :  800,000원 

한국화 농담의 표현과 분채를 중첩하여 현대적인 느낌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 



윤종근, 『오천동』 

사 진,  48㎝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95 



윤종근, 『해룡 도룡리』 

사 진, 48㎝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96 



윤종근, 『해룡 해창리』 

사 진, 48㎝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97 



윤종근, 『해룡 해창리』 

사 진, 48㎝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98 



윤종근, 『별량 용두』 

사 진, 44㎝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099 



윤종근, 『풍덕동』 

사 진, 43㎝ × 60㎝ 

가격 :  250,000원 

TA 0000000100 



성혜림, 『혼자만의 시간』 

서양화,  72㎝ × 70㎝ 

가격 :  2,200,000원 

 

 

 

 

TA 0000000101 



TA 0000000102 

임남규, 『composition』 

서양화,  53㎝ × 45.5㎝ 

가격 :  800,000원 

추상적 화면과 대비되는 칼라구성으로  

작가의 에너지를 긴장감 있게 표현하고자 함 



오수연, 『무제』 

서양화, 122㎝ × 122㎝ 

가격 :  300,000원 

TA 0000000103 



서준만, 『비바람』 

사 진, 74㎝ × 99㎝ 

가격 :  200,000원 

TA 0000000104 



미 상, 『올림픽 경기』 

사 진, 111㎝ × 130㎝ 

가격 :  200,000원 

TA 0000000105 



신제호, 『닭장』 

서양화, 129㎝ × 96㎝ 

가격 : 2,000,000원 

TA 0000000106 



양미순, 『바람과 추억』 

서양화, 129㎝ × 160㎝ 

가격 :  1,500,000원 

TA 0000000107 



장연호, 『매체의 꿈』 

서양화, 162㎝ × 130㎝ 

가격 : 1,500,000원 

TA 0000000108 



황길연, 『기원』 

서양화, 130㎝ × 162㎝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109 



김용근, 『초파일』 

서양화, 160㎝ × 129㎝ 

가격 : 1,000,000원 

TA 0000000110 



전종주, 『미인도』 

TA 0000000111 

한국화, 135㎝ × 165㎝ 

가격 : 7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