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YP를 위한 안트리오 자선 컨서트
“안트리오 연주 테크닉은 감동적이었고, 실내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환상적인 호흡과 각 연주자 
개성이 잘 조화된 공연이었다.” 워싱톤 포스트 평

2013년 1월 23일 버지니아 애넌데일: 오는 3월 24일 오후 3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조지 메이슨 
대학에 위치한 아트 센터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안 트리오와 AYP (뮤직 디랙터, 다니엘 
스폴딩)의 협연이 있습니다.   로스앤잴레스 타임즈 평에 의하면 안트리오 (바이올린 안젤라, 첼로 
마리아, 피아노 루시아)는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타고난... 아름다운 톤의 현악과 탄탄한 테크닉의 
피아노가 함께 잘 어우러져 다이내믹하면서도 유연한 화음은 친밀한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의 행진 (안트리오를 위해 마크 오코너 작곡, 2009)이외에도 여러가지의 
다양한 실내악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및 오케스트라를 위한 트리플 
컨체르토).

다니엘 스폴딩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오랜동안 안트리오 연주를 흠모해 왔습니다. 뛰어난 앨범과 
라이브 연주로 고전음악계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안트리오가 이번에 AYP를 위하여 자선 
연주를 해줄 수 있게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연주하기를 기대합니다.”

티켓 입장료는 $50이며 온라인이나 (www.aypo.org/events) 또는 직접 Center for Arts Box Office
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익 전액은 AYP 오케스트라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쓰이게 됩니다.

초청 연주자 안트리오 프로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 줄리아드를 졸업하였습니다.  
구성원으로는 마리아는 첼로, 루시아는 피아노, 안젤라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으며, 안트리오는 
끊임없이 예술과 실내악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트리오를 위해 작곡된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있는 곡들은 (현대 유명 작곡가들인, 마이클 나이만, 모리스 자래, 팻 메쎄니, 
폴 숀필드, 마크 오코너, 켄지 번치, 니콜라이 카푸스틴, 폴 치하라, 등) 기본의 피아노 트리오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어 실내악 음악의 새로운 활력소와 자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CD, “
내가 좋아하는 불면증환자를 위한 자장가”는 독창적이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곡의 좋은 예로 클래식 
앨범 카테고리에서 26주째 빌보드 차트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바이오는 www.aypo.org/
events 참고바람).   안트리오는 지난 10여년간 성공적으로 연주여행을 마쳤으며 현재 6개의 앨범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연주 수요를 소화하면서, 활발하게 미주 및 전 세계에서 마스터 클래스와 
워크샵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엔나 뮤직베레인이나, 뉴욕 링컨 센터 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베이징 컨서트 홀, 이스탄불 톱카피 궁전의 아야 이리니, 또는 체코 세계 뮤직 페스티발의 환호하는 1
만여명의 팬들앞에서 연주하든 어디서나 안트리오는 독창적이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음악 
열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YP:  AYPO는 최상의 음악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가로 또 개개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미래의 예술가 또는 지역사회의 리더로 자라남으로 이 나라의 문화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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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AYPO는 미 전역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가운데 선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21세까지) 경쟁력이 있는 최상의 음악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연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뮤직 디랙터인 다니엘 스폴딩의 지도아래, 미 전역에서 인정받는 지휘자 및 
연주자, 전문 인력,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AYPO는 매년 400여명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하여 교육합니다.  지난 48년동안 워싱톤 메트로 지역에서 AYPO는 가장 우수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지역 청소년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최상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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