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리뷰]밀도 높고 윤택한 음색 귀의 피로 풀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그 이름을 딴 에머슨 4중주단은 진주

처럼 고귀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음색을 선보였다.  

 

1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에머슨 4중주단의 공연은 최근 소니뮤직으로 이적해 처음 발매한 모차르트의 

‘프러시아 4중주’ 음반 마지막 곡 K590으로 시작됐다. 첼로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는 일어서서 연주했다. 음악의 흐름에 맞춰 움직

이는 동작이 자유로워 서로의 교감을 용이하게 했다. 이들은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을 곡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음반과 마찬가지로 유진 드러커가 제1바이올린을 맡았다.  

 

첫 울림은 데이비드 핀켈의 첼로와 로런스 더튼의 비올라가 함께 만드는 풍성한 저음역으로 다가왔다. 드러커와 제2바이올린 필

립 세처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스카 셤스키의 제자다. 이들은 스승처럼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며 

마감을 부드럽게 만지는 연주를 하고 있었다. 이런 바이올린 소리라면 오래 들어도 귀가 피로하지 않다. 아니 귀의 피로를 풀어준

다. 드러커는 큰 음량은 아니지만 뚜렷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2악장의 말미에서 고음역 지판을 짚는 손이 약간 불안했지만 비올라, 

첼로와 더불어 세련되면서도 따스한 연주를 들려줬다.  

 

세처가 제1바이올린으로 위치를 옮겨 연주한 베토벤 최후의 현악 4중주 16번 Op.135는 상당한 난곡임에도 발검을 가벼운 명쾌한 

해석을 들려주었다. 진공관 앰프로 듣는 듯한 3악장에서는 촛불 하나 켠 듯한 오두막의 분위기로 베토벤이 만년에 도달한 심오함

을 사려 깊게 표현했다. “그래야만 하나”, “그래야만 한다!”는 베토벤의 결심이 서린 4악장에서는 멤버들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앙상블을 가다듬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인터미션 후 드보르자크 현악 4중주 13번 Op.106에서도 안정적인 연주를 들려 준 세처가 제1바이올린을 맡았다. 미국에서 체코로 

돌아온 만년의 드보르자크가 쓴 이 곡은 연륜과 깊이가 남다르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었다. 끝없는 꿈길처럼 이어지던 2

악장에서 멤버들이 미묘하게 변화시키던 음색의 뉘앙스는 30년 넘게 앙상블의 대화를 나눠온 네 연주가의 관록을 확인하기에 충

분했다. 체코의 민속 춤곡이 쓰인 3악장과 4악장에서도 보헤미아의 흙 냄새보다는 특유의 연마된 따스함 안에서 해석하는 서정성

이 느껴졌다.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에머슨 4중주단은 여러 차례 커튼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보르자크 ‘사이프로스’ 중 한 곡과 모차르트가 

편곡한 바흐 평균율 중 한 곡 등 두 곡을 앙코르로 들려주었다. 명성답게 에머슨 4중주단의 음색은 밀도가 높고 윤택했다. IBK챔

버홀의 좋은 울림도 일조했다. 실내악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연주 공간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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