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하정웅

동강 하정웅
동강 하정웅 홍보대사는 영암 회문리 출신인 아버지 하헌식(河憲植)과 어머니 김윤금(⾦潤⾦)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모님이 일본 국책사업 노동자로 아키
타현 다자와코로 옮기면서 성장기 대부분을 아키타현에서 보냈으며, 1973년 부모와 함께 처음 고향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영암이 한·일문화교류의 장
이 되도록 왕인 라이온스 활동은 물론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에 꾸준히 지원활도을 펼쳐왔다. 특히 1982년 재일화가 전화황 전시회(도쿄, 교토, 서울, 대구,
광주)와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 212점 작품 기증의 미술 메세나 운동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 재일화가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미술 메세나 운동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총 18개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도서관, 대학교등에 자신이 평생 모은 컬렉션 작품과 미술자료들을 기증 함으로서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온 이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이자 메네사 운동의 선구자이다.

수상
2012. 10. 17 보관 문화훈장 수훈(영암군 추천)
2010. 04. 23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협회 공로상 수상
2008. 09. 30 제33회 영암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2005. 10. 28 제2회 원진미육대상 수상
2000. 11. 01 광주시민의 상 수상
1997. 10. 10 월간미술대상 장려상 수상
1994. 03. 07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1990. 10. 15 제1호 맹인복지공로상 수상 (제11회 한국맹인복지공로상 수상)
1989. 04. 20 국무총리상 표창(제9회 한국장애자의 날)
1983. 10. 15 일본 교토(京都)시장 표창
학력
2003. 07. 21 조선대학교 명예미술박사 학위 수여
1956 ~ 1959. 03. 07 아키타현립 아키타공업고등학교
경력
2012. 03 ~ 2012. 08.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2008. 07 ~ 2011. 07. 14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초빙객원 교수
2007. 07. 07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명예홍보대사 역임
2005. 07. 0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역임
2003. 07. 0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역임
2001. 11. 01 ~ 2012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위촉
2000. 08. 18 한국 민단 21C위원회 위원 역임
2000. 02. 17 2000년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기획전시위원 역임
1999. 10. 14 2000년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 역임
1999. 09. 06 ~ 2012 현재 영암군 홍보자문관 위촉
1999. 03. 05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역임
1997. 11. 18 제2회 광주비엔날레 류쿠민족무용단 공연 명예단장 역임
1996. 10. 01 제2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해외 명예위원 역임
1996. 09. 25 재일 한국인 문화예술협회 제3대 회장 역임
1995. 09. 27 제1회 광주비엔날레 와라비좌 공연 명예단장 역임
1995. 05. 10 제1회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명예위원 역임

동강하정웅의 메세나
식수사업 : 720본 (왕인박사유적지 등)
미술품 기증 : 총 3,690점
2007년도 : 제1차 총 750점
2008 ~ 2010 : 제2차 총 1,509점
2011 ~ 2012 : 제3차 총 777점
2013 ~ 2014 : 제4차 총 654점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