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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홀리데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는 스산한 늦가을이면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한 곡이 아쉽다. 이럴 땐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와 온몸을 울리며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에 감동하게 된다.

몇 년 전 한 광고에 노래가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급작스럽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빌리 홀리데이. 꼭 이맘 때
쯤이면 어디선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쓸쓸하지만, 그러면서도 따스함을 품고 있다.
영혼을 울리는 노래
우리나라에서야 그녀의 목소리가 대중적으로 소비된 것이 최근의 일이지만
빌리 홀리데이는 엘라 피츠제랄드와 사라본과 함께 재즈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뛰어난 보컬리스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성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그때 그때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대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에는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고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였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
지독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빨리 삶의 고통을 알아버린 소녀
빌리 홀리데이(1915-1959)는 1900년대 초반 모든 미국 흑인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가혹한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 빌리의
본명은 일리노어 페이건으로 페이건이란 성은 어머니를 따른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클라렌스 홀리데이는 일리노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를 떠났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 13세. 딸을 양육할 능력이 없던
어머니는 일리노어를 친정에 맡겼다.

일리노어는 외가에서 외로움과 학대 속에서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다.
그리고 열 살이 되어 채 여물지도 못한 일손으로 돈벌이를 나서야만 했다.
일리노어는 이때부터 노래듣기를 좋아해서 축음기가 있는 집으로 일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1920년대 미국사회는 열 살의 흑인 소녀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잠시나마 삶의 시름을 잊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일리노어는 열 살 나이에 백인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희생자이면서도
감화원에 가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열 네 살 나이에
뉴욕의 슬럼가에서 창녀가 된 일리노어.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일리노어는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었다.
더 자세히 보기..

인터넷에서 찾은 글중에 맘에 들어서 올립니다
왠지 끌리는 그녀의 목소리....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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