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제20357호�� 기획

주말처럼 느껴지는 금요일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듯 분주히 터미널로 들어가 이내 빨간색 버스

로어디론가사라진다

버스 하나를골라서남쪽으로향했다 가는 내내

맑은시골내음과서로봐달라고아우성치는꽃들

의반김으로눈이즐거웠다 그렇게도착한곳은장

흥읍사무소앞칠거리였다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 오늘 여행의 주된 테마이

다 알다시피 장흥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문학가들

을 배출한 고장이자 산실이고 1번지이다 문기(文

氣)어린고장의문학인과전국예술가들이함께모

여그들의삶과현장을같이돌고소통하며그림으

로표현하는전시기획이다

한번들으면익히알수있는장흥출신유명문학

인의안내를받으며여행을한다니 이런호강이다

있나생각했다

탐진강을따라작고하신이청준선생님의묘지와

생가등을들러보고서편제현장에도가보았다 한

승원 선생님의 생가와 기념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삶과추억등이있는곳을지나가며예술의발상과

근원등을가슴으로조심스레담았다

깔끔한옷맵시가돋보이는이승우선생님은조용

하고 조심스런 말투가인상적이었다 지금은 타 지

역에사시지만태어난곳이바닷가라고한다 집앞

에작은가슴앓이섬이있는데그섬에관심과애착

이많아서언젠가는소설속에서빛을내지않을까

하고말씀하신다 아주 작은 섬인데도이름과전설

까지있다하니이곳에선명물에속하는듯하다

장흥군끝자락에위치한회진면을지나가다가회

덕중학교벽화가눈에들어온다 장흥 출신문학인

의인물도와함께대표작들이그려져있었다 문학

의 고장답게 벽화 역시 의미있고 특별하다는 생각

이들었다 버스는군으로향했다

위선환 선생님은 특별히 탐진강에 관한 시를 많

이썼다 많은시간을장흥읍옆을휘도는탐진강에

서 보내며 시의 원동력과 발상을 얻는다고 말씀하

신다 그곳에서잠깐휴식겸화가들의스케치가진

행됐는데 작은 스케치북에 각기 다양한 개성적 표

현으로장흥의명소와기운을음미중이었다

이대흠 선생님은 나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니 기쁨이 두배라고

해야할것같다 이번문학모임의막내나다름없어

모든 행사에 앞장섰다 친절한 설명과관심어린 행

동으로 이번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반가운

작가일것이다

동백정은 수많은 동백꽃과 오래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동산인데 앞으로 강이 강단있게 흐르

고 있어서운치가 그만인 정자이다 그곳을 지나면

만수리가 나오는데 이대흠 선생님의 고향이다 특

별히내이름과비슷해기억이남는고향이름이었

다

마지막 참여 문학인은 김영남 선생님인데 나와

같은조였다

이분은일단입담이무척구수해서한번듣기시

작하면이야기속으로쉬빠져들어정신을못차리

게한다 서사적위트와감각적유머그리고 19금을

잘 혼합해 절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마치 미로에깊이갇혀형언하기어려운혼란을주

는것처럼느껴졌다

문학의원천은어머니라고말씀하시며그래서탄

생한시가 아줌마라는말은이란작품이란다

시의 내용은저작권이있으니간단히 몇줄 소개

하고책이나인터넷등을통해읽어보길권해본다

일단무겁고뚱뚱하게들린다

아무옷이나색깔이잘어울리고

치마에밥풀이묻어있어도어색하지않다

그래서젊은여자들은낯설어하지만

골목에서아이들이아줌마하고부르면

낯익은얼굴이뒤돌아본다 그런얼굴들이

(중략)

우리집에서도아버지가그렇게두드린적있다

그러나우리집에서는한번도터지지않았다

아무리두들겨도이세상까지모두흡수해버리는

포용력큰불발탄이었다 나의어머니는

시가탄생하게된배경을들었는데그게더욱인

상적으로 남아 비화에 집중해 작업하고 전시를 했

다

시의 탄생 비화를 소개하자면 아버지의 바람에

화가 난 어머니께선 상대방 여인을 아버지의 이름

으로동네근처논두렁으로밤에불러냈다 덩치가

큰 그여인을상대하기힘들어서 친한동네아주머

니들과함께숨어있다가그여인이나타나자숨겨

가지고 온 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서 혼내줬다는

이야기이다

이런내용을얼마나맛깔스럽게말씀하시는지이

내용을작품으로표현하지않고는배기기힘들었다

여행의 별미와마무리는결국술이아닌가 2박3

일간밤만되면술통에빠졌다가아침에다시회복

하고 다시빠지는나날이었다 남도의밤은그렇게

아스라한 별구경과 밤바다 그리고 술잔 속으로 돌

진했다

예술

문학을 만나니 맛깔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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