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악은 와인처럼 중독성 강해” 

세계적 실내악단 ‘에머슨 콰르텟’의 핀켈, 한국 장학생 선발 

 

 

 
(첼리스트 데이비드 핀켈(왼쪽)과 그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 우한의 실내악 연주) 

 

미국 현악 4중주단의 대명사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은 37년 역사를 지닌 단체다. 오랜 세월 숙성된 화음으로 세계 최고 실내악단

에 올랐다. 그런데 첼리스트 데이비드 핀켈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61)가 내년에 이 단체를 떠난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다. 국내 

실내악 음악도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인 ‘멘델스존 펠로우십’ 예술감독을 맡았다. 

 

25일 서울 남산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이 단체를 

떠나 시간을 얻었고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주에서 후학 양성으로 음악 비중을 옮긴 핀켈 교수는 실내악 전파의 전초

기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핀켈 교수는 “한국은 실내악을 키울 준비가 돼 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장학 프로그램

을 만들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5년 전 ‘LG챔버뮤직스쿨” 교수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국내 젊은 음악도들의 실내악 사랑에 깊은 인상을 받아 실내악 육성

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에 와서 실내악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한국 연주자들이 많다. 한국 음악도들은 실내악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잘 알고 이다. 더욱이 기업 후원까지 조합이 이뤄져 한국에 실내악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멘델스존 펠로우십”은 18~32세 음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내악 발전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년동안 레슨

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실력을 평가하며 오는 12월10일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악에 대한 열정과 상상력, 창의력을 주로 평가할 것이다. 나도 배울 수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젊은 음악도

의 꿈을 실현 시켜주는 게 내 역할이다. 이 장학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10년 후 한국 실내악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핀켈 교수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함께 움직이면서 실내악 프로젝트를 발

전 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18세에 첼로 거장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제자가 되면서 실내악에 눈을 뜬 그는 “실내악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며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실내악에서는 스타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서로 대화하면서 음악을 배운

다. 딸이 올 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젊은 세대가 협동심을 배우는데도 실내악이 좋다. 솔로 연주자는 거울 앞에서 주로 연습하지만 

실내악 연주자들은 함께 악보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챔버라는 뜻이 원래 작은 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친근하다. 

실내악은 클래식 음악의 시작이며 지난 300년동안 너무 많은 작품이 작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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