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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The 22th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Spanish Brass
LUUR Metal
스페니쉬 브라스 러 메탈

Spanish Brass, founded in 1989 by five Spanish musicians, i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admired brass groups on the
international music scene. Spanish Brass rose to the top of its genre in 1996 when it won the Narbonne International Brass
Quintet Competition. They have participated in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venues and festivals around the globe, as well as
such signal moments as the gala award ceremony of the Principe de Asturias Prize (1995), and recording the music for the play “La
Fundación” by Buero Vallejo for the National Drama Center and the soundrack for the film “Descongélate” by Félix Sabroso for El
Deseo Producers. They have released 21 recordings, including a retrospective double CD “The Best of Spanish Brass” and two
CD-DVD, in which they demonstrate a multiplicity of styles and moods.
As devoted to teaching and outreach as they are to performance, Spanish Brass has founded three international brass festivals:
the Spanish Brass Alzira Festival (sbalz.com), Brassurround (brassurround.com) and the Brass&Wines (brassandwines.com).
The Spanish Brass, also known as Spanish Brass Luur Metalls, currently teach at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Valencia and at
the Universidad Europea de Madrid, Spain. The members are Carlos Benetó (Trumpet), Juanjo Serna (Trumpet), Manuel Pérez (Horn),
Indalecio Bonet (Trombone), and Sergio Finca (Tuba).
They are sponsored by the Buffett Group and play B&S trumpets, Hans Hoyer French horns, Courtois trombones, and Melton tubas.
They are also supported by Culturarts/Música-Generalitat Valenciana and by the Ministerio de Cultura-INA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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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panish Brass
LUUR Metal

1st part
Victor Ewald

스페니쉬 브라스
러 메탈

Brass Quintet No.1
Malcom Arnold

스페니시 브라스는 1989년 스페인 출신의 관악 연주자 다섯 명

Brass Quintet

이 창단했다. 세계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금관5중주단 중 하나
다. 1996년 나르본 국제 금관5중주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정상급 악단으로 발돋움했다. 1995년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

Enrique Crespo

아스 재단 시상식 축하 연주를 비롯해 스페인 국립극장에서 상연

Suite Americana No. 1
(Lydke Musikverlag)

한 발레호의 연극의 배경음악, 펠릭스 사보로소 감독의 영화 ‘칠아
웃!’(2003)의 사운드트랙을 녹음했다. 지금까지 모두 21장의 음반

I n t e r m i s s i o n

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하이라이트를 엮어 두 장짜리 베스트 앨범을
내기도 했다. DVD도 두 장 발표했다.

2nd part

스페니시 브라스는 스페니시 브라스 알지라 페스티벌, 브라서라운
드, 브라스 앤 와인 페스티벌을 창설했다. ‘스페니시 브라스 러 메

Jordi Griso Alabart

탈’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금관5중주단은 현재 발렌시아 버

Circus

클리 음대, 마드리드 유럽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멤버는
카를로스 베네토(트럼펫), 후안호 세르나(트럼펫), 마누엘 페레스
(호른), 인달레치오 보네트(트롬본), 세르지오 핀카(튜바) 등으로

Alexandre Guilmant

Morceau Sinfonique

구성되어 있다. 스페니시 브라스는 뷔페, B&S, 한스 호여, 쿠르투
아, 멜톤 등 관악기 전문 제조업체의 후원과 더불어 발렌시아 문화

트롬본 자끄모저
Trombone Jacques Mauger

부, 스페인 교육문화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Various | Arr. Thierry Caens

Piaf Forever

Mariano Mores | Arr. Enrique Crespo

El cafetín de Buenos Aires
Carlos Gardel | Arr. Silvia Coricelli

El día que me quieras

Osmar Maderna | Arr. Silvia Coricelli

Lluvia de estrellas

트롬본

자끄모저.프랑스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 되었습니다.

Trombone

Jacques Mauger .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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