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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바라본 전주세계소리축제] 네덜란드 기자가 바라본 현위의 노래

/ 기고 | 0 입력 2020.11.26 20:23 | 1 댓글 0

축제가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경탄, 미래 축제의 본보기가 되다

한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전 세계가 문화적인 봉쇄 상황을 겪게 되리란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다행히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집 안에서 즐길 수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TV화면

으로 유튜브를 통해 축제 실황을 관람했다. 나무랄 데 없는 뛰어난 음향과 영상, 실시간으로 진행된 다국적 협연 등 축

제가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할 바 없이, 소리축제는 미래 축제의 본보기가 될 거라 확

신했다.

올해 소리축제는 ‘현악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에는 다채로운 기능이 있다. 연주자는 현을 튕기거나, 어루만지거나, 타

거나, 치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활로 연주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 위의 노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70분의 공연은 이충훈과 이안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아쟁과 가야금, 거문고 같은 한국의 전통 현악기들이 주인공이

되어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줄타기가 현악기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아쟁의 김영길, 소리꾼 최영인 그리고 고수 조용안이

함께 한 <줄타기 시나위>에서 줄타기 명인 박회승은 아름답게 밝혀진 무대 위로 외줄을 탔다. 당시 음악이 선사한 감성

과 긴장감은 줄타기 명인의 긴장감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동시에 아쟁 연주자의 강렬한 활 놀림, 소리꾼의 거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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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줄타기 명인의 우아한 움직임과 고수의 명쾌한 장단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줄타기 곡예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공연을 이끌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첼로와 가야금의 환상적인 대화 <산조와 바흐>였다. 12명의 첼로 연주자로 구성된 아마티 첼로 소

사이어티는 작곡가 지성호가 편곡한 바흐의 첼로 무반주 협주곡 1번 ‘사라방드’를 연주했다. 가야금 명인 지성자의 솔로

연주와 비견할 만한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첼로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소리는 현악기의 거친 소리, 통증을

자아내는 듯한 소리와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성자 명인이 현을 아래쪽으로 밀면 미묘한 현의 배음이 들려왔다. 이어

성금연류 가야금 보존회 연주자들이 지성자 명인의 연주에 합류했다. 고수 조용안은 두 현악기 그룹 사이에서 깔끔한

연주로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냈다. 산조와 바흐는 마치 즉흥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재즈 오케스트라 같

았다.

<탈>은 탈춤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가야금 하수연과 거문고 장서연이 합을 이룬 국악 듀오 ‘달음’이 연주했다. 도입

부의 낮고 우울한 톤은 각자의 현이 만들어내는 쾌활한 연주에 녹아들었다. 작은 술대로 만들어내는 음악 외적인 소리

가 깊은 진동과 변주를 만들어내며 음계를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두 연주자들은 내내 아주 멋진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역동적인 연주 끝에는 서정적인 가락이 들려왔다.

가장 규모가 컸던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은 판소리 명창과, 장구, 거문고, 대금, 피리 그리고 아쟁 등 20여 한국 전통

연주자들로 구성된 <더블 시나위>가 장식했다. 더블 시나위는 이 공연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었고, 나는 악기들과 판

소리합창단의 웅장한 소리에 완전히 매료됐다. 신들린 듯한 거침없는 무대는 초조해진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나무를

베고 톱질을 하는 깊은 숲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흐름은 고수가 잠시 침묵하는 사이, 한 악기 그룹의

연주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해갔다. 진한 탁성으로 공연을 이끄는 판소리 명창은 소리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현 위의 노래’를 감상하면서 나는 사실상 한국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무대에서 가장 전통적인

악기들을 즐기면서 말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또 한 번, 특별

한 무언가를 전 세계 앞에 선보이는데 성공했다. /찰리 크루이즈

만(Charlie Crooijmans)네덜란드 월드뮤직 전문기자

기고 desk@jjan.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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