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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은 잠시라도 침묵을 지킬 수 없을까? 최소한 콘서트가
진행되는 30분 동안만이라도. 드롭아웃 패트롤(Dropout Patrol)
은 콘서트 진행 중 갑자기 청중에게 큰소리로 말을 거는 밴드 중
하나다.
왜, 이유가 뭘까? 그들의 음악이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기 때문
일까.?
캣 파워(Cat Power)가 아직 인디락을 부르고, 제이슨 몰린(Jason
Molin)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제프 파리나(Geoff Farina)
의 이례적인 밴드인 가라테(Karate)가 아직 활동을 했었을 때처
럼.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모든게 더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
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보다 더 나을 게 없었다.
때로는 다리를 넓게 벌리지 않아도(다행히도), 앰프가 없어도(유
감스럽게도) 되는 락뮤직 같은, 때로는 수염과 하모니카가 구지
없어도(다행히도) 되는 포크송과 같은 음악. Major 보다Minor 같
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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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Noise
Love, Aren’t We Angry
New Names
Feeding Ghosts
Wednesdays At The Salon
Fear Of Flight
Whalers
Sharks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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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a Sotzko, Kristof Künssler, Stefan Dießner, Ulrich Kalliske.
RELEASES

—
청중 속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이유는 아마도 보컬인 야나 소
츠코(Jana Sotzko)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견디기 힘들어서 일
지도 모른다. 노래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을 정도
로 슬프고 암울한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좌절과 실패에 대해 over and over again. 기억의 저편에서
더 행복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대해… 차라리 현실에서 벗어나고
픈 것조차도 못느끼지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어느날 우연한 기회
로 헤메다 잠시 들르게 되는 성인들을 위한 놀이공원 베를린에 대
해… 무명인의 근심과 , 알코올로 인한 분노감, 크고 작은 콘서트
의 소음들에 대해, 대도시인의 조깅에 대한 희비극적인 강박관념
에 대해. 그리고 자신은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평범할 뿐이며, 몇
년 후에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일거라는 것에 대
해.
‘It’s not scary as long as I look away‘ 라고 야나는 새 앨범
‘Sunny Hill‘ (Altin Village & Mine, K&F Records) 송에서 부른다. 침
울하고 음산한 소절을 부를 때면 야나는 청중을 가만히 응시한다.
몇 번이고 이별을 번복하며 지켜온 관계가 결국 끝날때, 자신의
열등감을 느낄 때. 그리고 영원한 어둠과 고요만을 원할 때. 적어
도 이 콘서트에서 이 앨범을 듣는 단 30분 동안.

»Selftitled« — LP / Digital (Altin Village & Mi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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