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웅컬렉션 소개

동강 하정웅 컬렉션은 컬렉터 자신이 재일교포의 삶과 한·일의 역사적인 배경, 경애(境涯)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세계에는 뛰어난 미술 컬렉션이 존재하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과 질, 내용이 다른 것은 컬렉션을 시작한 동기와 컨셉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몇억 명의 디아스포라(Diaspora)가 여러 문제
를 안고 고향과 조국을 떠나 살고 있다. 동강 하정웅 컬렉션은 평화와 사랑, 상호이해를 실현하는 것이 하정웅이 창조한 새로운 예술(Art)의 표현이다. 하정웅
의 예술(Art)에는 한국과 일본"두 조국"과"고향"이 있으며, 모교와 은사, 학우들과의 우정으로 담겨 청춘의 꽃으로 색칠된 인생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다. 고통
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은 감사의 마음으로 수집한 작품이 하정웅 컬렉션이다. 따라서 하정웅 컬렉션은 하나밖에 없는"고향"에 품은 사랑과 인연을 맺고 있고,
행복의 의미와 인생의 묘미를 공유하며"고향"이라는"보물"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박물관ㆍ미술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활동
동강 하정웅은 1939. 11. 03 영암 회문리 출신 아버지 하헌식과 어머니 김윤금 사이에서 일본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님이 일본 국책사업노
동자로 아키타현 다자와코로 옮기면서 성장기 대부분을 아키타현에서 보냈다.
1973년 부모와 함께 46년만에 고향 영암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영암이 한·일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81 ~ 2012 : 한국, 일본 박물관, 미술관 기증 9,800여점, 도갑사 석등 · 대웅전 본전불 복원 사업비 지원 등
1991 ~ 2009 : 광주 · 영암 식수사업 710本
2007 ~ 2014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3,690점
2011 ~ 2012 : 영친왕, 영친왕비 유품 961점, 최승희 718점 기증
2011 ~ 2012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야외 및 작품 제작 지원 7식(81점)
재일화가 작품 등 9,800여점을 통한 세계미술사 공헌
1980년대부터 동강 하정웅은 한·일문화예술인들의 지원활동은 물론 특히 재일화가들의 인권과 함께 세계미술사 및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 조명될 수 있도
록 미술품 9,800여점을 16개기관에 기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기증 될 예정이다.
기증현황

국립고궁박물관영친왕, 영친왕비 유품 총708점 기증
숙명여자대학교최승희(718), 영친왕비 유품(253) 총971점 기증
포항시립미술관손아유 작품 총1,680점 기증
부산시립미술관헨리밀러, 세키네노부오 등 총420점 기증
대전시립미술관손아유, 고삼권 등 총235점 기증
전북도립미술관손아유 등 총249점 기증
광주시립미술관이우환, 곽인식, 문신 등 총2,222점 기증
조선대학교가토아키오, 손아유 등 총460점 기증,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샤갈, 호안미로 등 총 3,690점 기증
영암 도갑사불화사진 44점, 정화사업비 151,300천원 지원
광주5·18성지느티나무 200그루 식수
광주장애인복지재단시각장애자복지회관건립 지원 등
일본 아키타현센보쿠시립다자와코도서관 도서 5,000여권 기증,
가쿠노다테미술관 80점 기증
일본교토시립미술관전화황 3·1운동 서양화 작품 1점 기증
일본 야마나시현, 아사카와타쿠미, 자료관, 한국 도자기, 민속 공예품 70여점 기증
한·일문화교류 증진 및 기록문화유산 발굴 활동
한·일간 미술교류 지원 및 청년작가 발굴 사업 지원으로 능력있고 잠재력있는 청년작가 발굴에 적극 나섰으며, 소멸되어갈 수 있는 역사·문화자료를 적극 발
굴·수집하여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일미술교류 및 기록문화유산 발굴·수집 내용

각종 전시회 개최재일화가 전시 등 한·일 전시회 지원 개최 46회
문화예술지원제1회∼3회 광주비엔날레 초청 일본공연단 명예단장 3회역임
2000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 역임
2000 재일인권전 심포지엄 개최, 한민족 무연고 비 건립지원
2003 조선대학교 내일의 태양 브론즈 기증 건립
2006 영암왕인박사유적지 신선태극정원 기획 추진
2008 영친왕, 영친왕비 유품 708점 기증(국립고궁박물관)
2011 영친왕비, 최승희 자료 718점 기증(숙명여자대학교)
2012-2013 재일작가 고삼전 (대전, 광주, 영암)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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