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안내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개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우리 군 명예홍보대사인 동강(東江) 하정웅(河正雄)선생님께서 평생 수집해오신 그림과 조각, 판화, 공예, 사진, 도자 등 다양한 장
르에 걸쳐 약 3,600여점의 미술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동강 하정웅 선생님의 고향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류 공헌의 메세나정신(문예지
원활동)을 기리고자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메카이자, 세계를 향해 문화예술을 발신하는 최고의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군서면 구림로 96(옛 서구림리 381-1번지)
미술관 등록: 전남-제30호(2015. 01. 23)
부지면적: 6,017㎡ (1,820평)
건축면적: 미술관 1,413.91㎡, 부속시설 101.52㎡
구조층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상설전시실(284.4㎡), 기획전시실(216㎡), 수장고(216㎡), 사무실(86.4㎡) 등
미술관 명칭 유래
동강 하정웅의 메세나정신과 예술의 혼을 담고, 영암이 미술문화의 발상지이길 바라며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
고자 하정웅미술관이라 이름 지었다
조감도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생명의 순환
작가 : 박병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형태를 통해 생명의 순환을 표현하였다

꿈을 향해 비상하는 새들
작가 : 정윤태
신천지를 향해 날아가는 힘찬 학들의 날개짓처럼 내일을 약속하는 미래의 꿈을 표현하였다

염원
작가 : 박병희
고향을 그리워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미완의 문
작가 : 동강 하정웅
영암군립 하미술관의 못다 이룬 사랑과 꿈,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소녀
작가 : 박병희
청동, 1994年作

가족
작가 : 박병희
청동, 1994年作

모자상
작가 : 오오츠키이츠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다음이 차례다
작가 : 오오츠키이츠지
공연 순서를 기다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오원(五元)
작가 : 동강 하정웅
영암의 월출산, 해와 달, 별, 구림마을의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색의 위치
작가 : 손아유
선과 색 그리고 공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우주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와 사물간의 상호관계성을 표현하였다

산비둘기
작가 : 박병희
도선국사 탄생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산비둘기를 설치하였다

달로 비상하다
작가 : 가토아키오
인간과 새를 모티브로 하여 달과 인간의 상생관계를 표현하였다

달에서 춤추며 내려온 토끼
작가 : 가토아키오
먼옛날 이상향이었던 달나라 사자(使者)토끼가 인간세상에 메시지를 가지고 춤추며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린이와 고양이
작가 : 이와타켄
평화에 대한 기도를 아이들과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하였다

어린이 의자
작가 : 박병희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장승
연대 : 미상
장승은 마을의 이정표 또는 수호신 구실을 한다

생각으로 부터
작가 : 이이남

수집 혹은 기억
작가 : 조덕현

하정웅 명예도로
글씨 : 최 영
하정웅 선생의 메세나정신과 고향에 대한 사랑,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자 구림교에서 신흥교차로까지 구림로 1킬로미터 구간을 하정웅 명예도로로 지정하
였다.
지정일자 : 2013. 2. 1.

심미일로_영암군민의 상
그림 : 하정웅, 제작 : 박병희
지혜를 모아 힘차게 나아가는 영암 군민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하정웅은 내고향 영암 군민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결하고 화합하길 바라면서 이 작품을 의
뢰하였다.

윤회
그림 : 하정웅, 제작 : 박병희
인연따라 왔다가 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고향
작가 : 박병희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고향의 산
작가 : 박병희
월출산_명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가족
작가 : 박병희
끈끈한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생명의 순환
작가 : 박병희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린이
작가 : 박병희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