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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WINTER 2014 투어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 

2014년 2월 6일 ~ 19일 

 

뉴욕 필하모닉,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을 다시 찾는다 

오사카, 나고야, 요코호마 방문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의 타이베이 첫 번째 공연 

 

 

앨런 길버트가 직접 일본어로 내레이션을 선보이는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마리 & 제임스G. 블라흐 상주음악가 예핌 브론프만, 

뉴욕 필하모닉의 위촉곡 마그너스 린드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연주 

 

 

마리-호세 크라비스 상주 작곡가 크리스토퍼 라우즈 

 

리사 바티아슈빌리,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마코토 오조네 & 김다솔 협연 무대 

 

교육 프로그램 ‘베리 영 컴포져’ 서울 & 도쿄  진행  

 

크레딧 스위스, 뉴욕 필하모닉의 글로벌 스폰서 

 

 

뉴욕 - 음악감독 앨런 길버트가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이 2014년 2월 6일에서 19일까지 <아시아/WINTER 2014> 아시아 투어를 

가진다. 2주간에 걸친 이번 투어는 앨런 길버트의 뉴욕 필하모닉 취임 이후 7번째 해외 순회 공연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일본 나고야,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를 순회하며 열 차례 연주를 한다. 도쿄와 타이베이에서 메리&제임스 G. 블라흐 

상주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가, 서울,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에서는 피아니스트 

마코토 오조네가 협연하고,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서울에서 뉴욕 필하모닉과 데뷔무대를 가진다.  이번 투어에서 뉴욕 필하모닉은 마리-

호세 크라비스 상임작곡가인 크리스토퍼 라우즈의 ‘랩추어’과 뉴욕 필하모닉 위촉곡으로 초연된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예핌 브론프만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2009년 가을,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이 아시아를 찾은 이후 5년 만에 다시 <아시아/WINTER 2014> 아시아 투어를 가진다. 

이번 투어는 뉴욕 필하모닉 후원사인 크레딧 스위스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열 한번째 공연이자 세 번째 아시아 투어가 된다. 뉴욕 

필하모닉은 글로벌 스폰서인 크레딧 스위스의 후원 외에도 2월 12일 도쿄 산토리홀 공연은 일본 미쯔이 상사의 후원을 받는다. 

<아시아/WINTER 2014> 전체 투어 공연 일정은 기사 후면에 기재된다. 

 

“뉴욕 필하모닉 취임 첫 해인2009년 10월, 일본과 한국에서 가졌던 공연은 매우 생생하고 기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찾게 되어 매우 기쁘며 타이베이에서의 첫 공연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번 투어는 현재 뉴욕 필하모닉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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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작곡가인 크리스토퍼 라우즈, 상주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 상임작곡가였던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와 상주음악가였던 

리사 바티아쉬빌리를 비롯한 음악가와 함께 즐겁게 작업한 음악적 파트너십의 산물로 풍성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훌륭한 

관객들에게 우리는 뉴욕 필하모닉의 생생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뉴욕 필하모닉 음악 감독 앨런 길버트는 

말했다.   

 

 “뉴욕 필하모닉이 <아시아/WINTER 2014> 투어에서 펼치게 되는 활동은 한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의 레퍼토리는 번스타인, 쇼스타코비치, 차이콥스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우즈,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현대작품과  재즈풍의 거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투어 중 서울과 도쿄에서는 

Very Young Composers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작품뿐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은 뉴욕의 학생들이 작곡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단장 매튜 밴비전이 말했다.  

 

 “1961년 일본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한 이래로 뉴욕 필하모닉의 투어 연주에서 아시아는 빠질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 지역과 뉴욕 필하모닉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스폰서로 후원해 주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연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미쯔이 상사의 후원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게리 W. 파 뉴욕 필하모닉의 대표가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7년간 뉴욕 필하모닉의 글로벌 스폰서로서 뉴욕 필하모닉과 <아시아/WINTER 2014>  투어를 후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 아시아 호라이즌 투어의 뜨거웠던 열기에 이어, 크레딧 스위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아시아지역에서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다시 한번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과 임직원분들이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가들과 음악감독 앨런 길버트가 선사하는 음악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사회 

멤버이자 인재 브랜딩 커뮤니케이션장인 파멜라 토마스-그레이엄이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WINTER 2014> 투어는 2월6일과 7일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로서 뉴욕 필하모닉의 열 한번째 내한 

공연이 된다. 2009년 앨런 길버트가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기념 투어로 한국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이번 투어는 한국 

공연 후 이어지는 일본투어는 뉴욕 필하모닉의 열 네번째 일본 방문으로 나고야 아이치현 아트 씨어터(2/9), 도쿄 산토리홀(2/11-13),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홀(2/15)에서 공연을 가진다. 이번 도쿄 공연은 앨런 길버트와 뉴욕필하모닉의 첫 연주이며 

<아시아/WINTER 2014> 투어는 대만 타이베이 국립중정문화센터(2/18-19)에서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타이베이 공연은 뉴욕 

필하모닉의 일곱번째 방문으로 앨런 길버트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이 된다.  

 

 

투어 프로그램 
<아시아/WINTER 2014> 시즌의 레퍼토리는 미국 작곡가인 뉴욕필하모닉의 현 상임작곡가와 탄생 100주년을 맞은 브리튼 그리고 

고전시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연주는 서울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을 연주하며(도쿄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1번과 함께 연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김다솔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이 연주는 나고야,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그리고 타이베이로 이어진다.  

 

도쿄와 타이베이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하며, 메리 & 제임스 G. 

발라흐의 상주음악가인 예핌 브론프만이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한다. 린드베르크의 협주곡은 뉴욕 

필하모닉의 위촉곡이며 2012년 5월 브론프만의 협연으로 링컨센터 에이브리 피셔 홀에서 초연했으며 2012년 캘리포니아 투어 때 

연주한 바 있다. 바티아쉬빌리와 브론프만은 위의 프로그램으로 2014년 1월 뉴욕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아시아/WINTER 2014> 시즌은 또한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마리-호세 크라비스의 작품과 상임작곡가인 크리스토퍼 

라우즈의 ‘랩추어’을 서울,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연주할 예정이며 이 또한 2014년 1월 뉴욕에서 연주된다.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을 서울, 도쿄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교향적 무곡을 서울, 나고야, 도쿄, 

타이베이에서, 마지막으로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마코토 오조네의 협연으로 서울, 오사카, 도쿄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연주한다.  

 

또한 뉴욕 필하모닉은 도쿄 선토리홀에서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위한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다. 오프닝은 부지휘자인 조슈아 

바일러스타인의 지휘, 마나부 스즈키의 진행 그리고 음악감독 앨런 길버트의 일본어 내레이션으로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연주한다. 실제로 앨런 길버트의 모친은 뉴욕필하모닉의 단원인 일본 출신의 요코 타케베이다. 스즈키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뉴욕필하모닉의 09년 아시안 호라이즌 투어 당시 산토리홀에서 열렸던 

청소년음악회를 진행한바 있다.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1946년에 작곡되었으며 교육용 다큐멘터리인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위해 쓰여졌다. 뉴욕 필하모닉은 이번 투어에서 영국 작곡가인 브리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 곡을 연주하고, 오는 

11월 뉴욕 연주에서는 브리튼의 ‘봄 교향곡’과 테너, 호른, 현악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한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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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WINTER 2014> 시즌 교육활동 

뉴욕 필하모닉은 <아시아/WINTER 2014> 시즌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과 도쿄에서 Very Young Composer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Very Young Composers는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에 

상관 없이 그들 고유의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뉴욕필하모닉의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한다. 이 

프로그램은은 뉴욕에서 시작되었고 전세계에서 뉴욕필하모닉의 투어에 맞춰 열린다. 

 

‘Very Young Composers/꿈다락’은 한국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다니는 10-12세의 학생들의 작품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단원들이 일부 참여하여 서울에서 무료 연주를 한다. 연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 될 

예정이다. ‘Very Young Composers/꿈다락’은 뉴욕 필하모닉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합작으로 

만들어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티칭 아티스트의 도움으로 작곡되었고, 티칭 아티스트는 뉴욕 

필하모닉의 티칭 아티스트 라이브와 10월에 시작한 온라인 트레이닝 과정으로 트레이닝 받았다.  

 

2월11일 도쿄 선토리홀에서 열리는 가족음악회는 소니 뮤직 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Very Young 

Composers’로 뉴욕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11-13세의 세 학생의 작품이 연주된다. 이 작품들은 

후쿠시마대학의 타케히토 시마츠 교수와 공부한 10-14세의 어린 작곡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뉴욕와 후쿠시마의 학생들이 음악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의 산물이다.  

 

 

 

Artists 

 

앨런 길버트(Alan Gilbert) 

2009년 9월, 앨런 길버트는 뉴욕 출신의 지휘자로써 뉴욕 필하모닉 사상 최초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 받았다. 앨런 길버트는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마리-호세 크라비스ㅜ상주작곡가들과, 마리 & 제임스 G. 발라흐상주음악가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왔으며, 현대 

음악을 발굴하는 콘택트(CONTACT!) 시리즈와 2014년 초에는 뉴욕 필하모닉 바이에니얼(NY PHIL BIENNIAL) 등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앨런 길버트는 진정한 미국 오케스트라의 본보기로 뉴욕 필하모닉이 존재케 하였으며,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13/14 시즌에 개최한 뉴욕 필하모닉 바이에니얼을 비롯하여, 앨런 길버트는 3곡의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을 지휘하였으며, 베토벤 

제9번 교향곡과 함께 마크-앤서니 터지니의 ‘프리즈’ 작품을 초연하였다. 그 밖에 4곡의 세계 초연 작품들과 브리튼 탄생 100주년 

기념 전곡 연주,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음악, 브린 터펠과 엠마 톰슨이 출연한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 뮤지컬 등 클래식 

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지휘하였다. 이번 <아시아/WINTER 2014>  투어에도 포함된 ‘닐슨 프로젝트’는 앨런 

길버트가 꾸준히 지속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덴마크 작곡가의 교향곡과 협주곡을 연주 및 녹음하였으며, 2012년 뉴욕타임즈로부터 

최고의 클래식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바흐 b단조 미사, 아이브즈의 제4번 교향곡, 2013년 유럽 투어와 뉴욕 

발레단 수석 무용가인 사라 메언즈(Sara Mearns)가 출연한 스트라빈스키의 ‘어느 무용가의 꿈’, ‘요정의 키스’, ‘페트루슈카’ 등 

다학제적인 영역으로도 활동을 하였다.  

앨런 길버트는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와 지휘학을 공부하였으며, 최초로 윌리엄 슈만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 지휘자와 독일 함부르크 NDR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단과 정기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08년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로 존 애덤스의 ‘닥터 오토믹(Doctor 

Atomic)’을 지휘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출시된 DVD는 그래미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2013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Renée 

Fleming)과 작업한 데카 레이블 음반도 그래미상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음반들은 시카고 트리뷴과 그라모폰지로부터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2010년 5월, 앨런 길버트는 커티스 음악원의 명예 음악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그의 “미국 작곡가 그리고 현대음악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2011년 컬럼비아대학교로부터 디손 지휘자상을 받았다. 

 

 

죠슈아 와일러스타인(Joshua Weilerstein) 

2011년 5월, 조슈아 와일러스타인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지휘학과 바이올린 학위를 수여 받은 직후,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임명 받게 되었다. 그는 2009년 코펜하겐 말코 국제지휘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1위를 차지하여 같은 해 6월, 코센버그 

심포니를 시작으로 스칸디나비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지휘 활동을 하였다. 그 후로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덴마크 국립 심포니, 

노르최핑 심포니, 말뫼 심포니,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등 수많은 유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다. 와일러스타인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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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로서 보스턴 뉴 뮤직 이니셔티브, 파 크라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바 있다. 11/12 시즌에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토론토 심포니,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BBC심포니, 위니펙 심포니, 밴쿠버 심포니를 비롯하여 BBC 스코틀랜드 

교향악단과 플로리다의 오케스트라들과 지휘를 하였다.  

와일러스타인은 아스펜 음악제에서 데이비드 진먼과 지휘 공부를 하였고, 로버트 하스상과 아스펜 지휘상을 수여 받았다. 2011년 

5월에 휴 울프에게 지휘를, 루시 채프먼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하여 복수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협연자로 등장하였으며 그 후 제1바이올린 연주자로 제안을 받아 베네수알라 출신이 아닌 객원 멤버로써 

2007년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미국 투어 연주를 참여하였다. 2010년 1월에는 객원 지휘자로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스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디스커버리 

앙상블의 악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및 지역 내 연주회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핌 브론프만(Yefim Bronfman) 

13/14 시즌에는 뉴욕 필하모닉의 마리, 제임스 G. 발라흐 상주음악가인 예핌 브론프만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부터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작품까지 폭넓은 레파토리를 가진 피아니스트이다. 2014년 뉴욕 필하모닉의 아시아 투어에서 린드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뉴욕 필하모닉의 연말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그는, 에사-페카 살로넨의 실내악 작품을 비롯하여 

마르크 앙드레 달바비, 마그너스 네이쿠르그, 슈베르트, 바르토크 등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고 있다.  

예핌 브론프만의 주요활동으로 오타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버클리, 밴쿠버 지역에서 핀커스 주커만과 연주를 하였고, 

바덴바덴에서 상주단체로 활동하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주빈 메타와 베토벤곡을 연주하였다. 그 밖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보스톤, 파리, 뮌헨,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지의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호흡을 맞추는 등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는 로열 콘세르트헤보 오케스트라의 100주년 기념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투어를 한 바 있다. 2009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그라모폰 

레이블의 에사-페카 살로넨 피아노 협주곡(살로넨 지휘) 음반은 2007년 뉴욕 필하모닉 위촉곡으로 작곡되어 예핌 브로프만과 초연된 

작품이다. 1997년에 지휘자 살로넨과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이 함께 연주한 3개의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도 그래미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누체른 페스티벌에서 안드리스 넬슨스 지휘와 로열 콘세트르헤보와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은 현재 DVD로 

출시되어 있다. 최근 출시된 다카포 레이블은 브론프만에게 위촉되어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린드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수록되었다. 

예핌 브론프만은 1983년 소련의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1973년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는 텔아비브 대학의 루빈 아카데미 

학장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하고 그 후 미국으로 옮겨 줄리아드 음악원과 말보로 페스티벌, 커티스 음악원에서 루돌프 피르쿠스니, 레온 

플라이셔, 루돌프 서킨 등 저명한 음악가들에게 배웠다. 1989년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리사 바티아쉬빌리(Lisa Batiashvili) 
이번 뉴욕 필하모닉의 아시아 투어와 13/14 시즌에 함께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는 야닉 네제 세겐의 지휘 아래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펠리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으며, 데이비드 진먼 지휘와 바이에른 방송 관현악단, 로열 

콘세르트헤보 오케스트라와 마리스 얀손스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에사 페카 살로넨 지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을 한 바 있다.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와 파리, 브뤼셀, 함부르크에서 

리사이틀을 선보였으며, 오보이스트 프랑수와 를뢰와 함께 바흐의 실내악곡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2/13 

시즌에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바이올린 거장으로 수석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남아메리카 투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주회를 가졌다. 그 밖에 쾰른 서부독일 방송교향악단(WDR)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하였으며, 다니엘 바렌보임과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협연은 약 38,000명의 청중들이 모였다. 리사 바티아쉬빌리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맺어 최근 2013년 1월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하여 발매하였다.  그는 에사-페카 살로넨 지휘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Echoes of Time’ 데뷔음반으로 녹음하였으며 2011년에는 에코 

클라식상을 수상하였다. 안나 추마첸코와 마크 루봇스키를 사사한 리사 바티아쉬빌리는 16세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국제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Beethoven Ring Prize, MIDEM 클래식 어워드, the Choc de L'année,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의 레너드 번스타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여 받았다. 2005년 리사 바티아쉬빌리는 로린 마젤의 지휘 아래 

뉴욕필하모닉과 쇼숑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곡 Op.25을 연주하며 데뷔 무대를 가진 이후 2013년 6월에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앨런 길버트와 협연하였다. 

 

 

마코토 오조네(Makoto Ozone) 

피아니스트 마코토 오조네는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하여 6세 때 TV에 출연하여 오사카  마이니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였다. 12세에 피아니스트 오사카 피터슨 연주를 본 이후 재즈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버클리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1983년 수석 졸업을 하고, 같은 해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틀을 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처음 

미국 CBS 방송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재즈계 유명 연주자들인 비프라포니스트 게리 버튼의 콰르텟, 칙 코리아, 브랜포드 마살리스 

등과 연주를 하였고, 2004년에는 노 네임 홀스 빅 밴드(the No Name Horses Big Band)를 결성하였다. 최근 마코토 오조네는 

지휘자 샤를 뒤투아, 토마스 체헤트마이어를 비롯하여 조셉 스웬스, 알렉산드르 라비노비치, 아리 반 비크, 프랑수아 자비에 로스, 

타다아키 오타카, 이지 오우에, 미치요시 이노우에 등과 함께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연주하였다. 거슈인, 번스타인, 모차르트, 베토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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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등 다양한 작품들을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파리 체임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도베르뉴,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 재팬 필하모닉과 협연하였다.  2003년 극작가 히사시 이노우에의 위촉곡으로 그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모가미’를 쇼팽 페스티벌에서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를 하였다. 2006년에는 쇼팽 페스티벌, 2008년 슐레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에서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협연 그리고 ‘Road to Chopin’ 음반을 발매하였다. 2013년에는 그의 트리오 연주자인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제프 “테인” 와츠와 일본 순회 공연을 가졌으며, 게리 버튼과 함께 그의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전세계 

투어를 함께 하였다. 2002년 유니버설 음반에서 발매된 ‘Virtuosi’는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2011년 스나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라이브 & 러브 – 러브 포 재팬’ 공연, 게리 버튼과 작업한 ‘Time Thread’ 두오 앨범이 2013년 발매되었다. 그는 유명 재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 및 TV 음악을 작곡뿐 만 아니라 쿠니타치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이번 연주는 

마코토 오조네의 뉴욕 필하모닉 데뷔이다. 

 

김다솔(Da Sol) 

2014년,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뉴욕 필하모닉과 지휘자 앨런 길버트와의 협연 데뷔 무대를 갖는다. 그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게자 안다 국제 콩쿠르,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였다. 김다솔은 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콘스탄츠 서남독일 

필하모닉 등 유럽 등지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연주단과 호흡을 맞추었다. 2011년 여름에는 라 

롱크 당테롱 페스티벌과 콘스탄스 클라비어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6회에 

걸친 음악회로 그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13/14 시즌에는 리옹의 프레데리크 쇼팽 협회에서 독주회를 갖으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연주,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과 유럽 전역에서 연주를 한다. 198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다솔은 바르토크 ‘어린이 

춤곡집’을 통해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으며 11세에 배우기 시작하였다. 부산예고를 졸업한 뒤, 독일로 건너가 게랄드 파우트, 칼-하인츠 

캠머링을 사사하였다. 현재 그는 독일에서 거주하며 하노버국립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하고 있다. 

 

뉴욕 필하모닉 

1842년 창단된 뉴욕 필하모닉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향악단이다. 뉴욕 필하모닉은 2010년 5월 5일 15,000번째의 연주회를 

가진 만큼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교향악단이자 미국 음악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은 뉴욕 필하모닉은 63개국, 432개의 도시에서 연주를 해왔으며, 2009년 베트남에서 데뷔와 2008년 

역사적인 북한 평양 연주를 가졌으며 2008년 그라운드 어워드에서 문화외교상을 수상하는 등 432개 도시와 63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뉴욕 필하모닉 홈페이지(nyphil.org)에서 매주  ‘더 뉴욕 필하모닉 디스 위크’와 미국 

공용방송에서 ‘온 라이브 프롬 링컨 센터’에서 1976년부터 매년 방송되고 있다. 뉴욕 필하모닉은 191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개 

음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500개여가 판매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먼저 아이튠즈에서 실황 연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자체 제작 중인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하모닉 : 13/14 시즌’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 피플 스 콘서트’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Very Young Composers’는 학생들로 하여금 작곡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음악 교육자들을 길러내며, 가정과 학교에서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앨런 길버트는 2009년 9월에 뉴욕 필하모닉에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후 구스타브 말러부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비롯해 

20세기의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 필하모닉의 글로벌 스폰서는 크레딧 스위스이다. 

 

크레딧 스위스 AG 
크레딧 스위스 AG는 크레딧 서비스 그룹의 계열사 이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다. 크레딧 스위스는 

통합은행으로서 개인금융, 투자 금융,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 기업, 기관 고객들과 스위스 

소매 고객들에게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 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방안 및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한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는 약 5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어 운영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의 모기업인 크레딧 서비스 AG의 주식은 스위스와 

미국 뉴욕에 상장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redit-suisse.com)를 이용바랍니다. 

 

크레딧 스위스 후원 

크레딧 스위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에 놀랍고 끊임없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은 크레딧 스위스가 제공하는 세계적인 문화적 기여 후원 중 주요한 요소이다. 후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 중 미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재를 위한 파트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크레딧 스위스의 국제 후원 

포트폴리오에는 영국국립미술관,  볼쇼이 극장, 시드니 심포니, 루체른 페스티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쓰이상사 후원 
미쓰이상사는 무역, 투자 그리고 서비스업을 두루 갖춘 세계에서 가장 다양화 되어있고 포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세계 67개국에 147개의 지점을 두고 글로벌 경영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다. 미쓰이상사는 

주요 국제 사회기반시설과 다양한 프로젝트(철강제품, 광물, 금속자원, 통합물류시스템, 화학, 에너지, 음식자원, 식제품, 고객서비스, 

기업 혁신 경영)의 개발을 통해 제품판매, 국제물류, 금융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구한다. 미쓰이상사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영혁신을 위해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tsui.com)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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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크레딧 스위스는 뉴욕 필하모닉의 글로벌 스폰서이다 

 

* * * 

도쿄 산토리홀의 2월 12일 공연은 미쓰이상사로부터 기업 후원을 받는다 

 

* * * 

크리스토퍼 라우즈는 마리-호세 크라비스 상주작곡가로 활동한다 

 

* * * 

예핌 브론프만은 마리 & 제임스 G. 블라흐 상주음악가로 활동한다 

 

* * * 

뉴욕 필하모닉의 초대 연주자는 헤드윅 반 아메린겐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 * * 

클래식 105.9 FM WQXR은 뉴욕 필하모닉의 전용 라디오 채널히다 

 

* * * 

뉴욕시 문화부 시의회로부터 조성된 기부금, 국립예술기금, 뉴욕주 예술의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후원 등 뉴욕주 입법부 등의 

지원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more) 

 



 

 

ASIA / WINTER 2014 / 7 

 

ASIA / WINTER 2014 

ALAN GILBERT AND THE NEW YORK PHILHARMONIC 

Concert Schedule 

      All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Date Location Program 

Thursday 

February 6 

8:00 p.m. 

Seoul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Alan Gilbert, conductor 

Da Sol, piano 

BEETHOVEN Fidelio Overture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TCHAIKOVSKY Symphony No. 5  

Friday 

February 7 

8:00 p.m. 

Seoul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Alan Gilbert, conductor 

Makoto Ozone, piano 

Christopher ROUSE Rapture  

GERSHWIN Rhapsody in Blue, for Piano and Orchestra 

BERNSTEIN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GERSHWIN An American in Paris 

Sunday 

February 9 

2:00 p.m. 

Aichi Prefectural Art Theater 

Nagoya,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Christopher ROUSE Rapture 

BERNSTEIN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TCHAIKOVSKY Symphony No. 5  

Monday 

February 10 

7:00 p.m. 

The Symphony Hall 

Osaka,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Makoto Ozone, piano 

BRITTEN Variations and Fugue on a Theme  

  by Henry Purcell 

GERSHWIN Rhapsody in Blue, for Piano and Orchestra 

TCHAIKOVSKY Symphony No. 5  

Tuesday 

February 11 

6:00 p.m. 

Suntory Hall 

Tokyo,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and 

  narrator 

Joshua Weilerstein, conductor 

Manabu Suzuki, host 

Makoto Ozone, piano 

BRITTEN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Works by Very Young Composers 

BERNSTEIN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GERSHWIN Rhapsody in Blue, for Piano and Orchestra 

Wednesday 

February 12 

7:00 p.m. 

Suntory Hall 

Tokyo,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Yefim Bronfman, piano 

Christopher ROUSE Rapture 

Magnus LINDBERG Piano Concerto No. 2 

TCHAIKOVSKY Symphony No. 5  

Thursday 

February 13 

7:00 p.m. 

Suntory Hall 

Tokyo,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Lisa Batiashvili, violin 

BEETHOVEN Fidelio Overture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 1 

BEETHOVEN Symphony No. 1  

GERSHWIN An American in Paris 

Saturday 

February 15 

3:00 p.m. 

Minato Mirai Hall 

Yokohama, Japan 

Alan Gilbert, conductor 

Makoto Ozone, piano 

Christopher ROUSE Rapture 

GERSHWIN Rhapsody in Blue, for Piano and 

  Orchestra  

TCHAIKOVSKY Symphony No. 5  

Tuesday 

February 18 

7:30 p.m. 

National Chiang Kai-Shek Cultural 

Center 

Taipei, Taiwan 

Alan Gilbert, conductor  

Lisa Batiashvili, violin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 1  

BERNSTEIN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GERSHWIN An American in Paris 

 

Wednesday 

February 19 

7:30 p.m. 

National Chiang Kai-Shek Cultural 

Center 

Taipei, Taiwan 

Alan Gilbert, conductor  

Yefim Bronfman, piano 

Christopher ROUSE Rapture 

Magnus LINDBERG Piano Concerto No. 2 

TCHAIKOVSKY Symphony No.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