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ques Mauger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trombonists
of the world, and his performances along with his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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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xamples of the highest standard that can be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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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 born in Normandy in France, studied trombone
at the Regional Conservatoire in Rouen and later at
th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He won prizes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at
Markneukirchen in Germany and Toulon in France. He started
his professional career as Principal Trombone of the Nice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 Paris Opera Orchestra.
Since 1990, he has often appeared as a soloist in France
and abroad with ensembles varying from strings and

자끄모저
Trombone Jacques Mauger
트롬본

symphony orchestras to brass and concert bands. He has
made television appearances on ZDF, GLOBO, RAI and

중앙아시아의 작품세계

The Best Works of

Central
Asia

MUZZIK in France, and has broadcast on RFI, France
자끄 모저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트롬본 연주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의 수업과 더불어 연주 또한 최고의 수준에 대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태생으로 루앙 음악원과 파리 국립음악원에
서 트롬본을 배웠다. 독일마크노이키르헨과 프랑스 툴롱에서 열린 국
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트롬본 수석
을 거쳐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트롬본 수석을 지내면서 전문 연주자
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자끄 모저는 1990년부터는 프랑스와 세계무대
에서 독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악합주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
관 앙상블, 콘서트 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앙상블과 협연해오고 있
다. 그는 ZDF, GLOBO, RAI, MUZZIK TV와 RFI,France Inter, France
Musique, France Info, BBC 라디오에 출연하였다. 전 세계의 유명 작
곡가들이 특별히 그를 위해 작곡 또는 편곡을 해오고 있다. 한편 1994
년부터는 파리 시립음악원과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스위스 햄 노이카텔 고등음악원을 거쳐 2012년부터
는 프리부르에 있는 로잔 고등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쿄 센조
쿠가쿠엔 음악대학 초빙교수이기도 한 그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
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남미 등 전 세계에서 마
스터클래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장 미셸 드페이와 함께 새로 엮
은 트롬본 연습곡집은 파리 IMD 아르페주에서 악보로 출판되었다. 때
를 같이하여 금관악기 제조업체 앙투안 쿠르투아에서 AC440 트롬본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 트롬본 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모저는 트롬본과 함께 관악 분야의 프랑스 악파와 레퍼토
리를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문화대사이다. 그는 연주와 마스터클래스

Inter, France Musique, France Info and the BBC. Many

를 통해 미래의 트롬본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trombonists and soloists of tomorrow.

international composers have composed original works
or made special arrangements for him. He has served as
a teacher at the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Paris where he was appointed in 1994, and also at the
Accademia Santa Cecilia di Roma, Italy for 3 years. In 2004
he won the audition for professor at the HEM Neuchatel
Switzerland. Since 2012 he has been professor at HEMU
of Lausanne site of Fribourg. He is also guest professor at
the Senzoku Gakuen University in Tokyo, and he often gives
masterclasses in France, UK, Japan, Korea, China, Spain,
Germany, Switzerland, Holland, the United States, and many
countries in South America.
In 2007 his newly developed studies collection for trombone
in collaboration with Jean Michel Defaye was published by
IMD Arpèges in Paris. He also wa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AC440 trombone model in the Antoine Courtois
Brass factory. He is also the new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des Trombonistes Français. Mauger is a true ambassad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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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트 아크메토프
Kanat Akhmetov

대한민국 해군 군악대

Republic of Korea Navy Symphonic band

the French School performance and repertoire as well as of
the trombone overall. He is mak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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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khmetov

Winds of Kazakhstan
A. Bestybaev

The Great Moghul
카나트 아크메토프
Conductor Kanat Akhmetov
지휘

Kurmangazy | Arr. E. Brussilovsky

Balbyrauyn

카나트 아크메토프는 1957년생으로 카자흐스탄 국립 관악단의 예술
감독 겸 수석지휘자다.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에서
25년 넘게 트롬본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예
술가이기도 하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트롬본, 카자흐
관악단을 창단하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대만, 러시아, 독일 등지에
서 열린 국제음악제에 참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정상급 관악대
와 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했으며 4년간 카자흐스탄 국립 오페라 발레

I. Shatrov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에서 트롬본 독주자 및 객원 지휘자로 활동

Old Russian Waltz

중이다. 현재 그는 WASBE, ITA, APBDA회원이다.
Kanat Akhmetov, born 1957, is Artistic Director and Chief

Ferren Ferran

Conductor of the State Wind Band Kazakhstan. He has taught

Tbone & Jacques

more than 25 years. He is the Honored Work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stablished in April, 1946, to encourage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1946년 4월에 창설

the sailors and to exchange cultures

되었다. 창설 이후 매년 해외 순항훈련전단

between the people and the military.

에 파견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성과 한

Since then, The band also organize a

국 전통문화를 알림은 물론 지난 2000년부

cruiser team every year to show the

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국제 군악제에 초

Korea traditional cultures and to show

청되어 수준 높은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다.

the excellency of the Korea Navy to the

또한 전국순회 연주, 문화소외지역 등 찾아

world. Also, since 2000 the band has

가는 연주회를 통해 해군과 국민을 연결시

been invited to many music festivals,

키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gaining much recognition world-widely.

도 해군군악대는 해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The band tours everywhere in Korea

감동의 선율에 담아 전함은 물론 우리나라

to play for the people. The Republic of

윈드 앙상블의 선두 주자 역할을 훌륭히 수

Korea Navy Band, as they are, will be a

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

friend of the nation and will be a leader

국 해군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다.

of wind ensembles in Koera.

Voice of Asia

열리는 밴드클리닉의 지휘자로 초청을 받고 있다. 러시아, 프랑스,

trombone at the Kazakh National Conservatory in Almaty for

기진작 및 정서 순화 그리고 민·관·군의

A. Bestybaev

단 객원 지휘를 맡기도 했다. 또한 1994년부터는 미국 등 서유럽에서

대한민국 해군 군악대
The Republic of Korea Navy Band

Argymak
(The Mustang)

스탄 국립 음악원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1990년에 카자흐스탄 국립

Republic
of Korea Navy
Symphonic band
해군군악대는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의 사

A. Bestybaev

군악대장

조동민 | Jo Dong min

●경희대학교 음대 기악과 졸업
●창원대학교 대학원 지휘과 졸업
●WASBE(세계관악협회) 회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장 역임
●국방부 국군교향악단 부 지휘자 역임
●現) 해군본부 군악대장

In 1981 he graduated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named after Tchaikovsky (trombone) and Kazakh National
Conservatory named after Kurmangazy (opera and symphony
conducting).
The band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s in
France, Spain, UK, Taiwan,Russia, and Germany.
As a guest conductor Akhmetov successfully works with all

●Graduated in conducting from
Graduate School of Changwon University

four seasons he was a guest conductor of the Kazakh State

top wind and symphony orchestras of Kazakhstan. During
Academic Opera and Ballet Theatre.

●Conductor of Navy Symphonic Band in
Jinhae base

Since 1994 he has been regularly invited as a guest

●Assistant Conductor of Symphonic
Orchestra of National Defense

guest conductor and trombonist he has played with Wind and

●Conductor of Navy Headquarter
Symphonic Band

A. Bestybaev

Ak Sisa

In 1990 he founded The State Wind Band of Kazakhstan.

●Graduated in instrumental music from
Kyunghee University

●A member of WASBE

트롬본 자끄 모저
Trombone Jacques Mauger

conductor for the Western international band clinic, USA. As a
Symphony orchestras of Russia,France, Norway, Sweden, and
Germany. He is a member of the WASBE, ITA, APBDA.

E. Rakhmadiev

Kudasa - Du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