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시대에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꼽으

라면 언제나 태연이었다. 그녀의 섬세하면

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곧 소녀시대란 그룹

의 강렬한 첫인상이었기에. 2017년, 소녀시

대로 11년 차. 그들은 한국 가요계에 새로

운 장을 열었고, 자신이 만든 시대에 머물기

보단 도전을 바랐다. 이제 아무도 10대 소

녀가 아니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침없다. 가

능한 모든 것을 소녀시대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 크고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다. 

어디선가 컴백 소식이 들려올 때면, 모두 다

음 스텝이 소녀시대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들 이상할 것 없지 않을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개인 활동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번 <퍼스트룩> 

커버 촬영이 팬들에게 기분좋은 '득템'같이 여겨진다면 좋겠다.

 단독 커버 모델은 처음이라 참 신기하다. 소녀시대 멤버 각자 버전의 

커버를 촬영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은 

멤버들이 따로따로 매거진의 커버 모델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

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다.

  

생각보다 화보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

사실 사진을 찍는 게 꽤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스스로 왠지 자

신감이 없어 사진 촬영 스케줄은 고사한 적도 많다. 하지만 문득 지

금이 아니면 또 언제 20대의 내 모습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매체나 팬이 나를 원하는 때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언제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예전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만 부

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기꺼

이 즐겨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나?

내가 항상 뭔가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이유는 팬이다. 어떠한 경우

에도 팬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언제부턴가 그들이 내 모습을 원한

다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이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활동을 하며 점점 깊어진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응원하려 새벽부

터 기다리는 팬들을 보면서 말이다.

OST, 피쳐링 등 개인 활동으로 발표하는 곡들에 대한 반응이 항상 뜨

겁다. 팬들은 태연의 솔로 활동 소식을 너무나 바랄 텐데.

물론 기회만 되면 하고 싶다! 아직은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만약 솔로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모습이면 좋을까?

예전부터 소극장 공연을 해보고 싶었다. 얼마 전 김범수 오빠의 소극

장 콘서트에 듀엣 무대를 하러 갔는데, 작은 공연장이 너무 좋더라. 

공간이 작으면 노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척 편하다. 사실 체조경

기장 같은 큰 장소에서 공연하면 모니터링을 위한 인이어 이어폰을 

착용해 관객들의 함성이 잘 들리지 않거든. 소극장은 마이크 없이 노

래해도 모두에게 목소리가 들릴 정도니, 가까이서 팬들을 보며 노래

해보고 싶다. 소극장에는 아무래도 입장객 수가 제한적일 테니 공연 

횟수를 많이 하는 걸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도 괜찮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