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and

the Resonance of

섬, 그 바람의 울림

Wind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The 22th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카자흐스탄
국립목관 중주
K a z a k h s t a n 카자흐스탄5

State Woodwind Quintet
of Kazakhstan
K a z a k h s t a n 카 자 흐 스 탄

Island

the Resonance
섬, 그 바람의 울림

of

Wind
S

p

a

i

n

스

페

인

팔렌시아 콘서바토리 브라스앙상블

Hosted by

SPonsored by

Palencia Conservatory
Brass Ensemble

Supported by

제주아트센터
Our Partner

Jeju Arts Center

08.12.토 .20:00
Sat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 되었습니다.

www.ijiwef.org

State
Woodwind
Quintet
of Kazakhstan

Program

Program

W.A.Mozart | Arr. David Valter

Divertimento en fa majeur KV 213

A. Copland

Fanfare for the Common Man

Palencia
Conservatory
Brass
Ensemble

F.Danzi

Quintet g-moll op. 56 No 2.

카자흐스탄
국립목관5중주

M. de Falla

B. M. Colomer

El sombrero de tres picos
Danza del Molinero.

Menuet

팔렌시아 콘서바토리
브라스앙상블

George Bizet | Arr. Sjoerd van der Veen

카자흐스탄 국립 목관 5중주단은 1997년 카자흐스탄 국립 음악원

ARAGONAISE from «CARMEN»

교수인 클라리네티스트 자나트 예르마노프의 주도로 창단되었다.
술루잔 엘루바에바(플루트), 아셈 누시포바(오보에), 마나르벡 사
비토프(호른), 탈가트 사파베코프(바순) 등도 국제 콩쿠르 입상자
출신이다. 2004년에는 단원 모두가 카자흐스탄 국립 잠불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에 입단했다. 이 앙상블은 마르세유에서 열린 앙리
토마시 국제 콩쿠르에 두 차례 초청받았다. 예르마노프가 목관5중
주로 편곡한 카자흐 민요뿐만 아니라 아딜 베스투바에브, 바크티

E. Gregson

S. Rachmaninov | Arr. Zhanat Yermanov

Vocalise

아벨로를 지도자로 영입했다. 음악도들이 실제 연주 경험을 쌓을 수

튜바 알폰소 비냐스
Tuba Alfonso Viñas

지방의 대표적인 관악대로 성장했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위 입상

I remember the wonderful moment
F. Tárrega

을 즐겨 연주한다.

Recuerdos de la Alhambra

A.Beiseuov

Armandastar
N.Tlendiev

Sarchfilau
테너 안창현
Tenor Ahn Chang-hyun

생들과 교수진으로 2014년 결성되었다. 그 후 트럼펫 연주자 엔리케

Tuba Concerto

Mikhail Glinka | Arr. Zhanat Yermanov

아르 아만졸로프, 바키라 바야쿠노바 등 카자흐 작곡가들의 작품

The State woodwind quintet of Kazakhstan was founded
in 1997 by clarinetist Zhanat Yermanov, the winner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 professor of the Kazakh
National Conservatory of named after Kurmangazy, and the
graduate of the European Academy of Music named after W. A.
Mozart.
Other members of the quintet, winners of Republican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are Suluzhan Elubaeva (flute),
Asem Nusipova (oboe), Manarbek Sabitov (horn), and
Talgat Sapabekov (bassoon).
Successful concert activity of collective has been highly
estimated, and in 2004 the quintet joined the Kazakh State
philharmonic of name Zhambul.
The quintet has twice invited to Henri Tomasi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Marseille.
Zhanat Yermanov has transcribed Kazakh folk music for
woodwind quintet. The quintet plays Kazakh composers
such as Adil Bestubaev, Balnur Kadurbekova, Kuat
Shildebaev, Bakhtiar Amanzholov, Yerbolat Andosov, Bakira
Bayakhunova.

팔렌시아 브라스 앙상블은 23명 규모로 팔렌시아 지방의 음악원 학

E. Cebrian

Una noche en Granada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카스티야이레온
자인 알폰소 비냐스(튜바) 등을 객원 연주자로 초청하기도 한다.
Palencia Brass Ensemble was founded in 2014, as one of the
training activities in the Professional Conservatory of Music
from Palencia. Later on, we established our group coordinated
and conducted by the trumpet teacher/ player Enrique
Abello. The aim of the Ensemble is to engage the students
about the performing aspects in musical education. We have
strengthen as a group since it was born, and nowadays
we had become one of the reference Brass Ensemble in the
region of Castilla y León.
The group consists of 23 students, teachers in Conservatories
of Castilla y León and guest players such Alfonso Viňas, Tuba
(1st prize in Jeju International Brass-Quintet competition).

테너

안창현
Tenor

Ahn chang hyun

지휘자 엔리케 아볼로 블랑코 .스페인

conductor Enrique Abello Blanco .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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