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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러시아 민중의 피날레 합창, 청중 압도
장일범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

1989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러시아 오페라라고는 전

게 긁어서 깊고 거친 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욕심이 났다.

혀 본 일이 없던 한국 청중에게 충격적인 오페라가 한 편

보리스 고두노프 역의 미하일 카자코프는 빼어난

펼쳐졌다. ‘전시회의 그림’으로만 알고 있던 무소륵스키의

연기력으로 지성적이며 고뇌하는 고두노프를 들려주면서

‘보리스 고두노프’였다. 무려 베이스 3명이 주연급으로 등

기품 있는 보리스 고두노프를 창조했는데, 베이스 중에는

장하는 이 진한 흙 냄새나는 러시아 오페라에 청중들은 어

목소리가 가볍고 부드러운 편이어서 깔끔했지만, 바리톤

리둥절하면서도 빨려 들어가듯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

적인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다.

아 역사의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최악의 혼돈기를 그린
작품 ‘보리스 고두노프’가 절묘하게도 2017년 봄 무려 28년
만에 국립오페라단에 의해서 다시 한국 무대에 올랐다.
지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 프롤로그의 크렘린 광장 앞 첫 장면부터 스테파노
포다의 무대는 청중을 압도했다. 스테파노 포다는 늘 자
신의 연출과 의상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쉽지만, 크렘린 사원의 종을 앞세워 러시아를 상징
하게 만든 것과 “너는 우리를 모르는 체하는구나!”라는
러시아 민중의 불만이 강렬하게 러시아어 키릴 문자로
쓰여 있는 모스크바 장면(러시아 정교)과 라틴어로 벽면
이 장식된 폴란드 장면(가톨릭)의 대조도 이 작품 이면에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와 가톨릭교회의 힘 대결 구
도를 간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포스터 (사진: 국립오페라단)

참침왕(僭稱王) 드미트리와 정략적으로 한 편이 되어

러시아 지휘자 스타니슬라프 코파놉스키의 지휘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 폴란드 공주 마리나 므니셱 역의 알리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이끌

사 칼라소바는 전성기의 올가 보로디나를 떠올리게 하는

어나갔는데, 장면에 따라 베이스 파트가 좀 더 현을 힘차

러시아 메조소프라노의 전통적인 우아하면서도 시원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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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특히 러시아 테너 세
르게이 라린을 연상케 한 참침왕 드미트리 역의 테너 신상
근과 매우 아름다운 2중창 장면을 들려줬다. (사실 안티
히어로에게 이렇게 멋진 2중창을 안겨준 것도 오페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할 만한데 마린스키 극장 상연위원
회 통과를 위한 무소륵스키의 전심전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 마리나 므니셱의 폴란드 장면은 포다가 연
출한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의 하얀 방 장면과 의상
등이 매우 겹쳤다. 결국, 이 작품이 다 끝난 후 역사적으
로 왕좌를 거머쥐게 되는 간교한 슈이스키 역의 서필도
역할과 잘 어울렸다. 테너 이석늑의 예언자 바보 역은 처
절한 애절함이 좀 더 요구되었고 연대기 사가인 노수사
피멘 역의 베이스 이준석은 부드러웠지만, 정확성과 깊이
있는 가창이 아쉬웠으며 베이스 김대영의 파계한 주정뱅
이 수사 바를람은 좀 더 유머러스했으면 싶었다. 마지막
피날레의 합창은 강렬했으나 1막 대관식 합창 장면은 분
산되어 약하게 전달된 것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국립오페라단이 우리의 힘으로 한국 청중들
에게 익숙지 않은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 중 하나인 대
작 사극 ‘보리스 고두노프’를 훌륭하게 예술의전당 오페
라극장 무대에 올린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드보르자크
의 ‘루살카’, 비발디의 ‘오를란도 핀토 파초’, 비제의 ‘진
주조개잡이’에 이어 사립오페라단에서는 올리기 힘든 레
퍼토리를 새롭게 개발해 나가면서 김학민 단장의 국립오
페라단은 대부분 제한된 유명 레퍼토리에만 매달리고 있
는 풍토를 바꾸고 있다. 대작 ‘보리스 고두노프’가 앞으로
재상연되어 많은 청중이 이 러시아의 깊이 있는 사운드
와 정치 드라마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5월 18일 이데일리 게재 칼럼을 전문 재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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