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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의 표범’이 되고픈
가왕의 독백

탄자니아 방문 당시 조용필 일행은 자동차를
타고 킬리만자로, 응고롱고로, 마사이부족
마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지를 둘러봤다.
킬리만자로 입구에선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인 1999년 10월, 조용필은
대중가수 최초로 서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렸던 40주년 기념 콘서트 ‘The History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가수 조용필.

장 공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탄자
니아 여행에서 감동했던 세렝게티 평원을 소
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싶어요.”

힘든 과정에서 탄생한 노래”라고 회고했다.

백엔 도시인의 고독, 사랑과 이별의 순리, 삶

20여 년이 흘렀지만, 조용필은 종종 인터뷰

조용필은 1989년 이들 콤비와 함께 19분 56초

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이 꿈틀댄다.

나 사석에서 세렝게티 초원, 만년설의 장대

에 달하는 대곡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

‘텅 비어 있는 내 청춘에 건배’, ‘21세기가 간절

한 풍광 등 탄자니아 여행의 추억을 꺼내놓

엇인가를’을 발표하기도 했다.

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등 거친 듯 뜨거운

는다. 입출국부터 모든 여정을 무척 세세하

양인자가 쓴 가사는 처음부터 노랫말은 아니

열정이 넘치는 가사는 팍팍한 현실, 엄혹한

게 기억했다.

었다. 신춘문예에 낙방한 그가 다음을 기약

시대를 살던 이들의 공허함을 달래줬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시 가보

하며 썼던 글이 가사가 됐다. 당시 그는 어니

이 곡은 조용필이 반세기 음악 인생에서 ‘꿈’

고 싶어요. (2003년 세상을 떠난) 아내와 같이

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킬리만자로의

과 함께 스스로 첫손에 꼽는 노래 중 하나다.

갔고, 좋은 추억도 많은 곳이어서….”

눈’에 등장하는 표범을 떠올리며 글을 썼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2008년 40주년 기념

고 한다.

투어 타이틀로 내세웠을 당시 오프닝에 등장

서사 형식의 독백 내래이션으로
형식 파괴

이 소설 서두엔 이런 대목이 있다. ‘이 서쪽 봉

한 5분 30여 초 애니메이션도 화제였다. 끝이

우리 가까이엔 얼어붙은 표범의 사체가 하나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지만 힘겹

조용필을 아프리카 대륙까지 데려간 이 곡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게 다시 올라 포효하는 표범. 역경을 딛고 우

작곡가 김희갑·소설가 겸 작사가 양인자 부

찾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

뚝 선 표범이 영상에서 사라지자 조용필이

부가 함께 만들었다.

무도 없었다.’

‘꿈’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은 드라

노래 길이가 통상 3분 30초 안팎이던 때에 5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회 제공]

“아직도 잘 외우고 있네~”

취입 초기 가사를 입에 붙이는 데 애를 먹었

탄자니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

‘가왕’ 조용필(72)이 보컬 연습을 할 때면 입

다는 노래다. 어느새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다. 탄자니아 명산이자 해발 5천895m의 아프

을 풀 겸 불러보는 노랫말이 있다.

지금도 그는 이 노래를 연습 삼아 가끔 부른

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한국 국민에게 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

다. 긴 독백 같은 가사를 매끄럽게 소화해내

린 공로였다.

나를 본 일이 있는가.

면 “허허, 아직도 잘 외우고 있네”라며 스스

이듬해 5월에는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로 만족하곤 한다.

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고, 2001년 탄자니아

하이에나….

장도 수훈했다. 지난 2018년 주한 탄자니아

1985년 발표한 8집의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다.

당시 예상을 깨고 이 노래가 크게 히트하자

니아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우

노래의 3분의 2가 내레이션이어서 조용필이

조용필은 1998년 국빈 방한한 벤저민 음카파

리나라에 널리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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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0여 초에 달하는 서사 형식의 독백은 당

조용필 스스로 뽑은 ‘최애곡’ 중 하나

킬리만자로를 두 눈에 다시 담는 것, 대자연

시 대중가요로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새로운

그래서인지 유행가 가사인데도 문학적이면

을 품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바람은 가왕

문법이었다. 김희갑은 2018년 인터뷰에서 “노

서 관조적이다. 설산에서 얼어죽을 지언정

에게 아마도 진행형인 ‘꿈’이리라.

래하는 가수도, 곡 만들고 가사 쓰는 사람도

하이에나가 아닌 표범으로 살길 갈망하는 독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문화훈

탄자니아 정부서 감사패·훈장 받고
초청 방문까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 되고 싶다.’

마틱했다.

대사관이 수교 26년 만에 문을 열 때도 “탄자

January 2022

www.yonhapimazine.com I 129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등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