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 스테이지

04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10판

연예&TV
발라드 ‘진짜일리 없어’로 3년 만에 국내 컴백

임정희

“미국진출 꿈 포기 아닌 ∼ing”

웅장하고 호탕한 동편제 소리 들어보소
퉐 잇스테이지 /구례동편소리축제
영화, 뮤지컬을 통해 판소리 ‘서
편제’는 꽤 친숙하다. 하지만 판소
리는 서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동
편제가 있고, 또 중고제가 있다.

한국 더 알려야 美 팝무대 설수 있어

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걸 잠시 접어야 한

서 아시아 뮤지션들이 거부감 없이 활동

연령·장르 떠나 이젠 걸그룹과 경쟁

다는 것이 아쉽죠. 미국 음반은 중단된 것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임정희의 미국 음반 발표는 마침 터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금융위기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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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그룹이 가요계의 절대 권력이 됐고, 가

의해 불리며 구례, 남원, 순창, 고

수유’ 초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요계 전통 장르인 발라드가 ‘틈새 장르’가

창 등에서 성행했다.

유순자 명인의 ‘부포춤’을 볼 수 있

돼버린 생경한 풍경에 놓여있다.

는 ‘유순자 부포놀이’, 전국 다문

“3년 전에도 걸그룹이 있었지만, 숫자

송만갑이 완성시켰는데, 구성지고

화가정 소리자랑, 실내악단 도드

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실력도 모두 뛰어

애절한 ‘서편제’와 달리 웅장하면서

리 공연, 판소리대회 ‘축창’ 등이

요계로 돌아온다.

가수에게 선뜻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는

나고. 연령과 장르를 떠나 그들과 선의의

도 호탕한 소리가 특징이다.

마련된다.

없었다.

경쟁을 해야죠.(웃음)”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에 이어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부대행

미국 진출을 위해 국내 활동을 중단했

“아시아 뮤지션의 실력이 뒤지는 것은

임정희는 15일 온라인에 먼저 공개한

두 번째 ‘구례동편소리축제’를 개

사도 곁들여진다. 화엄사, 천은사

다. 지난해 6월 2년간의 미국생활을 마

결코 아닙니다. 한국 배우들은 이미 할리

수록곡 ‘헤어지러 가는 길’은 네이버뮤직,

최한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운치

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번 음반 작업

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잖아요. 미국 음

소리바다 등에서 투애니원의 ‘캔트 노바

구례군 서시천변 일대에서 열린

있는 팔각정 특설무대에서 전문

을 해왔다.

반사들은 아시아 뮤지션이 미국에서 팝

디’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여전한 인기를

다. 첫날인 8일에는 송우룡, 송만

소리꾼에게 소리를 배우는 ‘배워

음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음반제

과시했다.

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로 이

봅시다’ 체험행사, 섬진강 모래톱

타이틀곡 ‘진짜일리 없어’는 방시혁이

어지는 동편제 명창들의 3m 대형

에서 감상하는 ‘강의 소리’ 등이 관

작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던 거죠.”

퍼로 참여했고 미국에서 발표할 음반도

그래도 임정희는 한국인 특유의 투지와

영화 ‘인셉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곡으

인형과 길놀이패가 참여하는 판소

객의 흥을 돋운다. 이밖에도 구례

프로듀서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

끈기만은 인정받았다고 했다. 주말에도

로, 네오솔 사운드에 일렉트로닉 신시사

리 가장행렬, 중요무형문화재인

동편학술세미나 ‘송만갑의 예술세

은 기대를 모았던 그녀다. 하지만 아쉽게

쉬지 않고 연습하는 모습을 미국 친구들

이저를 곁들였다.

‘향제줄풍류’, 동편제 명창 추모

계’, 단가백일장, 밤새워 새벽까지

도 미국 진출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한국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장문의 메일로 격

제, 인간문화재 성창순의 판소리

열리는 ‘소리난장’, 판소리와 함께

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점점

려와 축하를 해줘 힘이 납니다. 아직 구체

등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하는 자전거 여행도 있다.

생겨났다고 한다.

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많은 공연

“서운하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
왔던 팝의 본고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훌륭한 뮤지션들을 직접 체험했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한국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그래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으로 팬들을 만나고 싶어요.”

9일의 하이라이트는 송순섭 명

(문의 061-780-2727)

창과 제자들이 연창하는 ‘박봉술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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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명

팦 Go Away
퉍

2NE1

To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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팧 Can‘t Nobody
퉍

2NE1

To Anyone

23:05 ⫃⨾⢲∖ ⶦ✔を

팪 헤어지러 가는 길 (Feat. 조권)
퉍

임정희

헤어지러 가는 길

팫 박수쳐
퉍
팭 지금부터 사랑해 (내 여자친구
퉍
는 구미호 삽입곡)
팮 사랑사랑사랑
퉍

2NE1

To Anyone

이승기

지금부터 사랑해

043-27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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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 ⤲⭽㈍
3:30 ⟍⓻ⶾ ⮇ㅜ

 ⬓

:05 ㋍⋐Ɑⷜ⠶
⾏⾓
<⡾⟄㈤ ▘⨲-⢻▱␕>

곡명

3:30 ⟍⓻ⶾ ⮇ㅜ

24:30 ㈎⪸─ㅈѳ

2:0 ⇾⇤⣉⚒ⷃⱭ㈛⳾⟅⥹⠶
⾏⾐ ѳ
ᦍ:0 ㆇㅌ ⷅ ⇘ⴟ⠶
⾏⾓ ѳ

:5 《ⷲ 60⥟<ゎ⡿ⶾ
⨷ⷅⷑ, ⺩✵⇘ ⴭ⺪ⷅ─>

순위

2:30 ⷅ⢁㊍⳨ⷳ

7:5 ⩈⢹⫢ ㆘█ⷃ

2:00 2ⓡ⭽
2:30 ⺒⫙⋕ⱶ ┒㊎⢡⊬ⶾ ㌖
ᦍ:30 ⷖ⟫∤ ⷖ ⨲ⓩ ⣐ ⭽㉃⫏

0:00 ㋊∝⭽㉃⫏
0:50 ⫃∟ⓩ ⺩⋐
:00 ⓡ⭽⚒ⷅ
:30 ⫽ⴟ⋕㋔<ⷃ⮀⚖ 、┒》⹙ ⚒⟍┃>
2:20 ⓡ⭽
2:30 ⑂㈍ⴱㅌ ⋕㋔
<2⫃⋕ ⟒-⹙㉌ ⟍ⷳⷦ>
ᠼᦍ:30 ㊌␕ⶱ㊝ FAガ 》⊫┒㋓<⥝⨵:ⷳ␝>

깳종합순위

CJB

0:00 ⺒∟⢹⫢ ⊬㋓ⷅ⨲
⢁㋓-⋛㋍⮇ ⊬⡾⟅
㋟⥇ⷑ

음악

042-281-1101

┥⸆

24:30 ㅺ⟍⭽㉃⫏

2:00 ⓡ⭽ⴈ ∝⹙
2:40 ⷑⴳ⥏⨲㌌⟘㉾✩⹚㈍
<␕ⓐ⠀ ㊝⥈>
ᦍ:30 ㅺ⟍ⳤ㊝ ⥳㈛㉫ チ⟅ⱅ

케이블

‘가왕’ 송흥록이 발전시켜 ‘국창’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낯선

꺛꺜시각장애인을
D
위한 화면해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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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궁가’ 4시간 완창과 창극 ‘산

국 현지의 유망한 신인도 음반을 제대로

에 미국 유명 힙합 듀오 아웃캐스트가 래

6

전남 구례의 동쪽지역 명창들에

‘거리의 디바’ 임정희가 30일 미니앨범

2007년 3집 타이틀곡 ‘사랑에 미치면’

공중파

파로 나뉜다. 이중 동편제(사진)는

3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임정희는 아이

‘진짜일리 없어’를 발표하고 3년 만에 가
그녀는 2007년 9월 3집 발표 이후

미국진출 준비를 위해 3년의 공백을 가졌던 임정희는
“미국시장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했다.

우리나라 판소리는 크게 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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