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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공연 발표  윈드 심포니 
 
2015년 01월 Brigham Young 대학 
 
 

몽골, 한국, 일본              연락처: 공연 예술 관리부  

 (801) 422-3576 

즉시 발표 시 perform@byu.edu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순회 공연 범위를 자랑하는 대학 콘서트 밴드인 Brigham Young 

대학의 윈드 심포니가 이번 2015년 5월 또 다른 세계로 순회 연주회를 떠납니다. 이번에 몽골, 

한국, 일본을 순회하는 윈드 심포니는 (날짜) (시간) (장소)에서 공연을 펼치며 전율을 일으키는 

금관악기, 목관악귀, 타악기의 웅장한 소리를 선사하고 강력한 음율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순회 연주회는 윈드 심포니가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되는 몽골에서 5월 1일부터 23일간 

펼쳐지는 순회 일정을 선두로 시작됩니다. 윈드 심포니는 울란바토르에 머무르면서 몽골에서 최초로 

공연하고 유서 깊은 이 나라의 깊은 문화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8일에는 한국으로 

이동해 6일간의 순회 연주회 일정을 선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후쿠오카,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 다시 6일간 연주회를 끝으로 5월 23일에 귀국합니다.  

지휘자 Donald Peterson이 지도하는 윈드 심포니는 활기 넘치는 행진곡, 클래식, 원곡, 

대중적인 브로드웨이 메들리를 연주하는 약 50명의 대학 최고의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됩니다. 윈드 심포니는 1998년부터 미국 전역과 중국, 대만, 하와이, 뉴질랜드, 

호주, 스칸디나비아 등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순회 연주회를 펼쳤습니다. 뉴질랜드 신문인 

North Eastern Telegraph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하고 절제된 연주...믿을 수 없는 놀라움으로 

관객을 사로잡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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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 심포니는 몽골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번 공연이 아시아에서의 첫 순회 공연은 

아닙니다. 2009년 5월 윈드 심포니는 한국과 일본에서 첫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두 국가의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부산 윈드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윈드 

심포니와 협연했습니다.  

2012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순회 연주회에서 윈드 심포니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을 순회했습니다. 공연 기간 중 독일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850년 기념일이 있었으며 

네덜란드 헤르토헨보쉬에서는 독립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네 잡은 손"이라는 타이틀로 

Orkest Orventus와 무대를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몇몇 도시에서는 세 

번의 앙코르 요청을 받았습니다. 윈드 심포니는 공연의 전문적 수준을 인정받고 

전국대학밴드지휘자협회와 미국밴드마스터협회에서 공연하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앙상블은 

국립예술기금의 "권장" 등급을 받았습니다. 

윈드 심포니는 유타주 프로보의 Brigham Young 대학 순수예술커뮤니케이션대학 음악학부에 

기반합니다. BYU는 미국 전역과 110개국의 여러 나라에서 30,000명이 입학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사립 대학 중 하나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