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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톡스 SATB 앙상블
S.A.T.B Ensemble은 “포톡스” 음악극 공연을 하기 위해 결성된 4

스타워즈, 하얀거탑,
인다아나존스,
캐리비안의 해적 Medley

인조 색소폰 단체이다. 포톡스 FOUR TALK’S 음악극 “포톡스”는

SoundINNBrass Opening

사운드 인 브라스
Richard Wagner | Arr. J. Pfiester

Die Meistersinger von
Nuernberg, Overture

악기로 연주도 하고 소리를 내어 대화를 하면서 연기를 보여주는

기교적인 화려함이 결합한 앙상블의 사운드는 독특하다.
4개의 트럼펫, 2개의 프렌치 호른, 4개의 트롬본, 1개의 튜바 및 타

창작 작품이다.

악기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스타일 면에서 뚜
Wolfgang Amadeus Mozart | Arr. M. Bale

S.A.T.B Ensemble is a four-member saxophone group formed to
perform the “Toxox” musical drama. FOUR TALK’S The musical
drama “FOUR TALK’S” is a creative work that plays musical
instruments, makes a sound, and talks while acting.

오스트리아 관악의 전통성, 풍부한 음악적 표현, 현대적 발상 및

Bassoon Concerto

J.S.Bach

"Little" Fugue in G Minor,
BMV 578

유포니움 스티븐미드
Euphonium Steven Mead

렷하게 대조되는 음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주 곡목들의 음색과
음역을 아우르고 있다.
국제 유포니움 솔리스트인 스티븐 미드 (Steven Mead, 영국)는
2007년부터 밴드 리더이자 앙상블의 지휘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
타 콘서트에서 솔리스트로서 사운드 인 브라스와 함께하고 있다.
창립한지 11년 만에 앙상블 멤버들은 이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Evelyn Klauzner

Black Mr Jusabor

과 아시아에서 5개의 음반 제작 및 콘서트를 여는 등 성공가도를
달려오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이자 지도자들인 앙상블
의 멤버들을 위해 다수의 다양한 작곡과 편곡이 이루어졌다.

Donny Osmond

A Time For US

George Gershwin | Arr. T. Maass

Lady be good

Johannes Baer

Ballade for Alicia
Hank Levy

Whiplash & Caravan

Arr. P. Meechan

Spain Chick Corea
유포니움 스티븐미드
Euphonium Steven Mead

Combining Austrian brass tradition, exuberant musical
expression, modern phrasing and technical brilliance, the
ensemble's sound is unique.
Four trumpets, two french horns, four trombones, one tuba
and percussion cover the musical and tonal range of their
repertoire, which includes stylistically contrasting music from
the Renaissance to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euphonium soloist Steven Mead (UK) has been
band leader and conductor of the ensemble since 2007 and
additionally he joins 'Sound INN Brass' as a soloist in concerts.
Within eleven years since the foundation the ensemble
members already look back to five CD productions and
concerts as well in many parts of Europe, as in America and
Asia. A high number of compositions and arrangements has
been made for the ensemble whose members are orchestral
musicians and tutors in Austri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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