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완 선생 
서거 1주기 
특별 전시회 

때.  2월 21일(월) ~ 3월 6일(일)  
곳.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기죽지 마라





산자여 따르라 



2016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붓글씨 36점을 
쓰고, 문정현 신부가 서각 70여점을 새겨  
〈두 어른〉전을 열었다. 

백기완 선생 서거 1주기(2월 15일)를 
맞아 백기완기념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백기완 선생의 붓글씨 36점을 
문정현 신부가 새긴 서각 전시회를 연다. 

이와 함께 사진작가들이 2000년 이후 
20년 동안 투쟁 현장에서 찍은  
〈백기완 20년 투쟁사진〉전과 이윤엽 
판화가의 판화 전시회를 연다. 

백기완 선생 서거 1주기 
특별 전시회 
기죽지 마라

때. 2월 21일(월)~3월 6일(일) 2주
곳.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전시 1
백기완 쓰고 문정현 새기다
백기완 선생 붓글씨 
36점 새긴 문정현 서각 전시

전시 2
사진에 담긴 거리의 백기완
사진작가의 렌즈에 담긴 21세기 
백기완 투쟁 사진전시

전시 3
판화로 만나는 백기완
이윤엽 판화 전시

사진. 이정용



문정현 신부님 

서각 제작 과정

백기완 선생님이 2016년 힘겹게 
써주신 붓글씨 36점을 다시 세상에  
내보이고 그 글에 담긴 이야기와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과 80이 넘은  
노구에도 투쟁 현장 연대와 평화를 
지키는 일들을 쉼없이 하고 계신  
문정현 신부님의 이야기를 함께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정현  
신부님께 제안함. 

수많은 노동자가 조언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명절이면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국을  
걱정하는 논쟁의 자리이기도 했던 
백기완 선생의 통일문제연구소. 
30년이 넘어 금이 가고 낡은 건물을  
고쳐 ‘백기완 선생 기념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 작품을 요청함.  

2016년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마련을 위한 〈두 어른〉전 전시  

작품은 두 어른이 원하는 글을 
쓰셨고, 공동 작품은 3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백기완 선생님의 붓글씨 
36점을 서각에 새겨 달라고  
요청드림. 

여든이 넘은 노구이고, 서각을 하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꺾인 상태로 
굳어져 도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정현 신부님은  
“백 선생님 일인데 내가 해야지” 
라며 흔쾌히 수락하심. 

신부님이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서각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를  
완성하신 후 “첫 번째 서각! 
아득하구나! 시작이 반이라....”라는 
글을 보내오심. 신부님은 아침에 
눈 뜨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미사 천막으로 가셔서 온종일 
서각에 몰두하셨고, 2개월도 안되는 
시간에 36점을 모두 완성하심.

사진. 정택용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너희들은 모른다 지난날 뒷골목의 찬바람을 가르던 이 주먹이 

언젠가는 다시 쳐 올 날이 있다는걸 너희들은 모른다

거짓 껍줄 겹겹이 쓴 것들 몽땅 바다에 처넣고 

달을 건져야만 나오는 달거지를 시켜라





새벽 소리 

남의 것을 뺏는건 범죄. 참 자유란 노동자 농민의 살린의 자유요 

거짓을 찢어발기는 언론의 자유요 참문화 예술 그 미주의 자유요 

땀의 꿈 바람을 일구는 학문 사상의 자유라



칼을 뽑았으면 탈든 가지를 남김없이 치고 

곡괭이를 들었으면 썩은 뿌리를 뽑아라 

저때문에 쓰는 힘은 칼이 되지만 

벗나래 때문에 흘리는 땀은 하제가 되느니라



사진. 윤성희



노동자에게 진보란 역사의 참 주인임을 스스로 찾고 빼앗은 것도 

내거라는 거짓과 범죄를 짓부수고 

자 너의 탐욕을 깨트리고 땀의 꿈을 실현하는 것 

사진. 신유아



너도나도 일을해 너도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빛나게 노나메기 세상을 만들어야



사진. 정택용



메마른 땅을 온몸으로 적셔만 줄 뿐 

그것을 내거라 하질 않는건 사람이 아니다 찬 샘이다 
땅에 떨어진 땀은 한줌 거름이지 네거 내거가 아니다 그것을 다슬이라 하더라 



이 어둠에 묶여 잠못드는 벗이여 날마다 찢어져도 

날마다 뿌리쳐라 민중과 하나되는 그날까지 



사진. 채원희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나니 혁명은 창조의 예술 예술은 긴장의 미학 



우거진 숲속 거기에 이름모를 한 풀닢에서 

저를 찾은 눈을 일러 열린 가슴 그랬겠다 



새벽은 한살때 어두움 속을 걷는 이의 발끝에서만 열리는 것 



사진. 허란



벗이여 짓밟힐수록 불꽃이 이는 서돌이여 

사진. 정택용



천년을 실패한 도둑 첫눈에 달아오른 아 가을빛 사람 



마냥 쓰러질 것만 같애도 눈깔을 똑바로 뜨고 곧장 앞으로 앞으로 



사진. 김봉규

일꾼들의 피눈물의 꿈 그 짜배기를 모르면서 누가 무얼 깨우쳤다하는가 



사진. 정택용사진. 박승화



사진. 채원희



천하만해 해처먹을것처럼 까불던 독재도 일꾼들의 겨드랑이에서만 나는 

신바람이 몰아치면 지붕말 뿐이랴 그 기둥까지 와장창 날리나니 
엄청난 몰개를 차라리 노를 삼아 저어가는 것을 이어차 쳐라쳐라 그랬겠다



사진. 정택용사진. 정택용



사진. 정택용



사진. 정택용



오늘 소스라쳐 깨우친 것도 날이새면 껍줄에 갇히나니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사진. 주용성



술은 미움을 사면서도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지만 탈탈털어 살 줄도 알아야 역사 건너 그 예술에 취할줄 모르는 놈들아 술잔을 놓아라 



사진. 채원희 사진. 정택용



사진. 정택용



새날이 올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사진. 정택용



바삭바삭 눈 밟는 소리 이 밤을 하얗게 다가오네 하늘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깍아지른 바윗돌에 딱 한송이로 핀 바람꽃이여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지만 뜻과 뜻은 갈라지는게 아니다 

역사와 함께 나아가나니

사진. 채원희



질라라비 훨훨



사진. 정택용사진. <링크 데이터 없음>





기획. 파견미술팀 
나규환 · 신유아 · 이윤엽 · 전미영 · 정택용 
참여작가

강재훈 · 김봉규 · 박승화 · 윤성희 · 이정용 
정택용 · 주용성 · 채원희 · 최인기 · 허란

주관. 노나메기재단

재단법인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문의. 010. 9270.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