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글 

무장한 시민군의 붉은 산과 무장무장 무릉무등 

해마다 종이달력은, 5월 복판 팡주에 이르러 붉은 핏자국을 

남기지요. 시제는 비명을 와꽉 지르고, 거리엔 군횟발 소리와 

총격전소리가요란히구요. 무장한시민군이 저틀진정한폭도플 

무장 공수부대어l 무너지던 날, 히늘도 붉은 피눈문을 흘러고 

엘리엘리 라u}사영r타니 여긴 통곡의 산히였지요. 

지금 이웃도이괄 입은 저들 등산객과 미사일 기지의 꾼수품이나 

오르내리는 무등산이요 한띠l 핏뭘에 적셔져 거대한 봉분이었던 

사실을누가기억할까요. 

국가폭력의 꽁옹묘지 아래께에 위치한 분수대민큼 죄고만 여기 

메이홀, 올해포 3년치를 맞이하는 작은 해방구. 판이 주도 

히는 이 엄청난 물량의 프로젝트 기획전들과 관제 행시들 속 

에서 우리는 무장무장 담대하고 눔름히게 민의 자존과 의지를 

꺾지 않으며 임옥장 

화백의 푸장한 붓과 함께 살이있어요. 

창립전 홍성담 회백과 세월오월 시-건‘ 작년 한겨레 민화가 

박재동에 이어 민중미술 1세대이자 1호 화가라는 영에로운 

호명으로 회자되는 임옥상 화벡을 귀히 모시고 신직- 초대전 

〈무릉무똥〉을 열어 재껍니다. 임옥상은 스타워즈의 저l다이 

용사처럼 거대하고 집요한 우주적 폭력에 맞서 싸워온 빛의 

전사이며 미술가요. 반도와 무등의 정신적 산허리입니다 ‘ 

그의 예술이 씨알의 자존감이길 법니디--

임옥상 하면 밴 먼저 저는 청겨1천의 전태일 조각 동상과 통일 

일문 문익환의 분단을 뛰어넘는 땅걸음을 표현한 그램, ‘하나 

됨을 위히-여
’

룹 떠올럼니디 • 〈현실과 발언〉, 이뜬바 현발의 

출현 이후 미술판은 큰 격풍기를 거치는데 그 회오리비-람 

중심부엔 늘 임옥상 화백이 계셨습니다. 〈보리받〉 〈땅〉 〈이프 

라카 현대시〉 〈우리시대의 풍경〉등에 이어 이번 광주에서 

진행될 신작전엔 붉은 산의 목숨들과 무릉도원의 재생을 현화 

하여 눈부신 구경거리입니다. 붉은 산을 꽉 채운 저 사람을 

보세요. 사람뜰과, 사림의 이야기들은 결코 꺾이지 않을 무릎 

이r셔 희망의증거입니다. 

임옥성- 화백은 오늪 고작 돌펑어리 산이니 권력의 추이기

아니라 시람을 보자고 뽑}고 계십니다. 사랑이랴변, 사람이펀 

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뜰이 

라도 시람으로 실차고, 다짐히-마 일깨워주는 이 그림들 잎에서 

숙연해지고 눈물짓게 됩니다. 피차 사람으로 받틀고 잘지는 

것이 우리의 현법입니다 흔자만, 몇몇들만, 총싸움에서 승려한 

인긴들만의 제패된 세계는 무간지옥입니다. 세월호의 아이틀도 

시람이 아니라 돈으로 매김되는 더럽고 추한 이 지옥에서 

우리는무릉도원을꿈꿔야합니다. 그래야λ템이죠. 

광주무등산 

2015. 5. 15 

엄 의 진 (메이흘 관장,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무등산어| 가면 

왜 무등산에 오르느냐 묻는다면 

그곳에높고낮음이없는 

무등(無等)이 있어 간다고 말하리라, 

나천수 

무등으로 가는 길에 배고푼 다리 있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하늘의 설법인 것을 

마음을 비었다고 중심하는 자만에게만 

대문없는 일주문이 열리는 것 

배부른 사람들은 모른다. 

배부른 자, 어찌 무등의 의미를 알랴 

욕망으로 가득 찬 자, 어쩌 무등이 보리야. 

마음 빈 자리로 부처가 들어오거늘 

배고몬다리지나 

장불등에업고 

가파른 고개 너머 서석대에 올라서면 

장불은 간데없고 텅 빈 무등만 있는 것은 

하늘과 땀과 사람이 빈 마음으로 만나면 

높고 낮음이 없는 무등이 되어서이다 

사람들이 무등에 오르려는 것은 

텅 빈 그 마음속에 무등을 담으려고 

허기진 배 움켜쥐고 헐덕이며 가는 것이다. 

무등이 되려고 무등산에 가는 거다. 

마음을 비우고 무등에 오르면 

내가무등산인것이다. 

우리가 무등산인 것이다. 

온 천하가 무등산인 것이다.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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