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ave Girls, 로스앤젤레스에서 높은

으로 1st US Tour 마무리 LA에서 Brave Girls 1st US Tour 피날레와 배경 컴백 스토리에 대한
리뷰

2022년 8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EINPresswire.com/ -- Brave Girls
가마쳤습니다첫 번째 미국 투어의 Wilshire Ebell Theatre에서 열린 집에서라이브
공연을 하는로스앤젤레스. 동부 해안에서 필라델피아와 뉴욕 공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마이애미와 애틀랜타를 거쳐 전국을 가로질러 시카고, 댈러스, 덴버를 거쳐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2주 투어의 절정이었습니다. LA

급증한4인조 K팝 걸그룹이 미국 팬층을 위해 만나 공연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가장 위대한컴백 in Kpop History"에서 Brave Girls는
2021년 초 해산 직전에 히트곡 Rollin' YouTube동영상것은 매우 열정적인한국군.
브레이브걸스 유정은 유나와 함께 숙소에서 이사를 하고 “우리 넷이 한 일이 하나도 안
돼서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롤린'의 팬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2017년 발매된 곡은 음원차트 1위에 올랐고, K팝
'올킬'은 6개 주요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희대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첫 번째음악 쇼 상을 수상했으며 , 브레이브 걸스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
대부분을 폐쇄한 한 해의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Kpop 시대에 음악 전성기를
지나고(30대에 접근) 4명의 여성이 무명과 거의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Queendom 2 및
SNL Korea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브랜드 광고에 주요 TV 출연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Pepsi와 같은 패션/라이프스타일 제품 보증 거래의
호스트입니다. 실제로 Brave Girls는 이제한국 관광산업의 공식 홍보 대사입니다!

그들의 로스앤젤레스 쇼는 쇼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배경을 제공할 대형 스크린에 소개
비디오가 재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들은 무대에 올라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마지막 싱글 Thank You and We Ride로 시작하는 오프닝 세트를 선보인 후 잠시시간을
내어 자신을 소개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녀들은 (겉보기에는)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했거나 - 아니면 자신감이 커져서 미국 투어가 진행되면서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놀랍고 멋지게 보였습니다!를 포착하기 위해
전화기를 높이 들고 좌석에 앉아 환호하고 노래했습니다하이라이트.

관중을먹여 살리는 Brave Girls는 전기 에너지로 멋진 투어 피날레 공연을
펼쳤습니다.하는유나아주 귀여운 검은 옷을 입은 요정 공주처럼 여유롭게 웃으며
무대를 활공한은지긴 적갈색 머리를 흩날리며 검은색 반바지와 상의에 긴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상의로 빛나는 피부로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하는 Minyoung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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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는 몸에 맞는 흑백 폴카 도트 드레스에서 "금발의 디바"로
무대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유정밤늦게까지 노래, 랩, 춤을 추며 유쾌한 표정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꼬부기 같은 미소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로 이동하는 첫 번째 세트를 거쳤고 Don't Meet & Do You Know에서 새로운경쾌한
디스코 영향을 받은 새로운 Love Is Gone & Fever휴식을 취했습니다. Q&A를
둘러보세요. 웃픈 순간 유정&민영은 앞으로 미국 관객들에게 어떤 콘셉트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섹시'를 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에서처럼 무대에서 "더 섹시한" 무언가를 할 때
더 큰 환호가 있습니다. Hi Heels제 생각에는 그들이 여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건방진"
댄스 동작을 주입하면서 물건을 고급스럽고 절제되게 유지하는 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 왔습니다.

쇼의 후반부는 Easy의 레게 리듬으로안무가에 재미있고 사랑 Help Me관중을 기쁘게
하는 "섹시한" Hi Heels.의 댄스 파티 그루브에 실망했고 Chi Mat Ba Ram & Pool Party
노래하고, 움직이고, 자리에 앉았을 때 The Ebell은 절대적으로 흔들렸습니다 Brave
Sound의 전염성 있는 비트와 멜로디에 맞춰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재미를 본 적이
없었고 소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만큼 모든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두가 기다리던 노래 - Rollin'.와함께
"Ro-Ro-Rollin - hey, Ro-Ro-Rollin - hey"를 Beautiful, Ressilient, Adorable, Victorious&
Entertaining Brave Girls. K-POP 아티스트와 팬의 특별한 관계, 즉하나의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소녀들은 3곡의 앵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순간, 리드싱어 민영은 감정에 휩싸여 사람들에게 이별의
순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유료) 팬들로 가득 찬 집을 바라보면서 잠시 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밖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미국 팬들로 가득 찬 방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원으로 샤워를 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휘파람, 레드썬,
서머 바이 마이셀프(Whistle, Red Sun & Summer by Myself)로 기억에 남는 밤을
마무리한 뒤 팬들이 하이파이브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음으로 떠나는 VVIP
하이터치 체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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