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경기도 전업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 공모》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 공모》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분들은 아래의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선정 결과

○ 총 203건 선정

○ 선정자 및 작품 목록(신청자명 가나다순)

순번 신청자명 작품명
1 강보경 Geometry Gallery-2
2 강유림 others-gazing
3 강유정 밤의 형상들 I
4 강주리 Secret Garden #3
5 고우리 Exterior2 17
6 고재욱 screen saver(1)
7 고헌 Pulse
8 구나영 투명한 숲(Lucid Dream:Forest)
9 구민자 타워
10 권경엽 레미니센트
11 권오신 Memory Machine no.4
12 권혜경 주의
13 기슬기 Balck and White
14 김경원 그 곳에 가고 싶다
15 김규태 사과(思果)
16 김규학 바람과 빛-113
17 김근배 양철로봇의 여정
18 김나영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AnusPresley)
19 김남용 DIFFERENCE1501
20 김동철 자연-휴식
21 김명수 언덕 1
22 김명진 붉은 나무
23 김문경 Happening시리즈-vegeflower
24 김민영 마을_저녁 때
25 김성건 사이로 내리다
26 김성수 DMZ풍경_철원평야
27 김송필 실낙원
28 김시영 미안해
29 김시현 소중한 메시지
30 김아라 Square Pattern #2
31 김영경 stranger than paradise#01
32 김영구 Frame-seeing-city
33 김영은 작별
34 김은숙 Untitled(Thy will be done a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35 김일해 ForYou-맨드라미
36 김잔디 무제



37 김재홍 거인의 잠-20200602
38 김정민 Green(Version3)
39 김정태 무제
40 김주익 초지일관(初志一貫)
41 김지아나 Blackinsideblack2002 
42 김진곤 자연풍경
43 김진숙 경의선
44 김진우 U-031
45 김창영 Secret Serenity 05
46 김춘재 A Garden
47 김태동 강선(Rifling)-021
48 김태헌 붕붕-겨울산
49 김현숙 춤추는 풀들
50 김현주 Neo-car 1002
51 김현철 제주 차귀도
52 김효숙 부유하는 나의 도시
53 남영화 휴식
54 문소현 완성된 몸
55 문수만 생명의 순환-27
56 문인환 바다와 대지
57 민성홍 가변성을 위한 연습
58 민재영 새벽
59 박경률 Speechless Sculpture
60 박경묵 無極
61 박미경 An Obscure Island
62 박미라 삼키는 마음
63 박민규 공존의 도시
64 박방영 꽃과 탈춤을
65 박상모 토리노의 말
66 박석민 시뮬레이션
67 박선영 꿈꾸는 행복
68 박성욱 Unknown Hawaii 2 #01
69 박성은 아끼는 마음
70 박승예 Landscape of Anxiety
71 박신용 Transmission Tower Ⅱ
72 박야일 희한한 짐 3
73 박영균 경계의 기억
74 박용남 생각 쌓기
75 박용일 He-story
76 박은영 환생의 숲
77 박재연 unfamiliar mass-061515
78 박정우 hadaly
79 박주영 안녕의 무게
80 박지수 Down Flowers
81 박지현 빛무늬
82 박진영 big lake 01
83 박형진 잠복기
84 박혜수 부풀지 않는 풍선
85 반미령 만남
86 방병상 Military Spectator #8
87 방수연 Tree1
88 배성미 흔들리고 부딪치는 것들



89 백승관 마르는 정물
90 백은하 몽환
91 백진기 파괴된 경계
92 서기환 사람풍경-Floral Bedding
93 서소형 포그혼(Foghrorn)
94 서수경 그마음
95 성지연 Magnifying Glass
96 성필하 주인 없는 자동차
97 소수빈 표본
98 송지연 그 길을 바라보다
99 신동원 낯설고도 익숙한 #10
100 신선주 Etching Studio Window
101 심정수 바람의 꽃
102 안경진 농무
103 안예환 way slowly2 0142
104 안준섭 구르는 돌 #1002
105 양경열 We have nothing to fear
106 양유연 그 때,
107 양지훈 The Verge to a Fantasy
108 양지희 Jubilee / Walk in the abyss
109 양홍수 풍경
110 오재우 Glitch 002
111 왕열 신 무릉도원-동행
112 원정희 Control point
113 유둘 two girl
114 유모나 Sediment
115 유지희 자연의 기억 #24
116 유혜경 가산(假山) 놀이
117 윤선홍 신혼처럼
118 이경미 Solitude-Staying With the Moon-Ver2
119 이경희 (un)Sealed Memories
120 이계월 어지럽게 누운풀
121 이나영 아니시타
122 이미숙 낯선 쾌감 5
123 이미진 아름다운 경계
124 이민  초겨울 함박눈 Y
125 이민수 Pick me#L
126 이보람 피어오르다 V
127 이봉임 Rhythm1108-l'atmidday'
128 이부강 moved landscape 230
129 이상민 Horse & Polar bear
130 이상엽 Visualized  Landscape-as if alienated... non-existence 1801
131 이수형 hFloat-Happiness happiness
132 이언정 City Cheonan
133 이운구 땅의기억-사유의숲
134 이윤숙 명상-삶에 대하여
135 이윤호 산정
136 이은 Deceptive Desires
137 이인경 Kairos
138 이재명 순조로운 바람
139 이재욱 신화의 뒷편 #1
140 이정민 밤에도떠있는 태양01



141 이정용 Surface-1807
142 이정태 TS-4
143 이정희 아무개의 초상
144 이준영 무제
145 이지연 그림 속에 그리다 #2
146 이진용 정과동(靜과動)
147 이진주 첫
148 이채영 공터
149 이한정 밭
150 이현지 항해
151 이혜성 Dry Weeds1
152 임선이 극점 2-5
153 임소담 공과 손
154 임수식 b017
155 임승천 아들의 창
156 임정은 Firecracker12
157 임철민 주관적인 풍경 050-터키 7
158 전명은 누워있는 조각가의 시간#8
159 전미숙 훼손된 단군상
160 전병구 자동차극장
161 전은진 흘 01
162 전진경 서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
163 정미정 Remembrance
164 정보영 Lighting Up
165 정시영 자작나무-백색의 영혼
166 정은희 헬로우~
167 정인완 Made in Nature-Cloud and RainfallⅡ.
168 정일순 then and now
169 정재은 INTERVAL 19
170 정재철 Unfamiliar face
171 정재호 Corner
172 정정엽 광장-12
173 정창균 명경지수
174 정효영 궤적(櫃迹)-밤의 대화
175 조문희 빈풍경
176 조병완 아리랑19-산책2
177 조해영 Green Corn 3
178 조현선 반달색인_Thumb Index_C.O_Ivory B, Vine B
179 조현익 바른 길
180 주세균 신념의모양 2019-#4
181 진기종 묵주_003
182 진영근 대복
183 차승언 분절-6
184 최경아 Elements of Rhythmanalysis: Tactility 3
185 최선주 대화 201812-blue30
186 최수진 숨을 담그는 사람
187 최승애 개구쟁이
188 최윤희 흐린 공기
189 최재훈 my historic wound
190 최정주 embrace
191 최지현 낭만이 있던 날
192 최혜경 무제



2. 향후 일정

○ 2020.07.21.(화) ~ 07.24(금) : 선정 결과 및 최종 매매 가격, 이후 진행 일정 개별 통보

○ 2020.08.03.(월) ~ 08.21(금) : 작품 계약 및 반입 진행

3. 유의사항

○ 선정자 개별 통보 기간(2020.07.21. ~ 07.24.) 동안 선정자와 최종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매매 포기로 

간주함

○ 선정자가 최종 작품 매매 포기 시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자가 최종 작품 매매 포기 시 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차순위자로 대체되며 개별 통보함

○ 작품 계약 및 반입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선정자가 부담함

○ 선정자의 작품 계약 및 반입 진행 일자는 임의 배정이므로, 배정 일자에 선정자 본인이 계약 및 반입 불가능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해야 함

○ 선정 작품 반입 시 입력한 작품정보(작품이미지, 작품규격, 작품에디션 등)와 현장 실측 결과 내용이 다를 경

우 구입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후에라도 기 명시한 사업의 중복 선정 등의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정 결과는 무효로 함

○ 신청자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 탈락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문의

○ 이메일 : qartworks@ggcf.or.kr

○ 전화 : 031-481-7039, 031-481-7018, 031-481-7048(경기도미술관 학예팀)

※ 전화 문의시간: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 일, 공휴일 제외

※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요망

193 최혜란 Relocation_6
194 최홍선 달
195 추경 Flame-Utopia No.2003-2
196 한진 밤은 아직 기다려야 하고 낮은 이미 아니다.
197 호상근 주차금지
198 홍기원  아파셔나타 #1 이해할 수 없는 느낌
199 홍진희 그날은 가고
200 홍현숙 조촐한 추모
201 황경현 Drawing(Stoller)
202 황연주 숨어있는꽃 - 광대나물
203 황혜인 리버티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