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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les LOVE) 출연진은 오늘 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2012 MusiCares 올해의 인물 갈라 공연을 개최했다. 러브의 60 명의 무용수와 곡예사는 그래미(GRAMMY
®
 )상을 두 번 수상한 러브 앨범의 곡들을 피처링해 제작자 길스 마틴(Producer Giles Martin)이 특별히 편곡한 곡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이 보도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http://www.multivu.com/mnr/54516-the-beatles-love-cirque-du-soleil-paul-mccartney-musicares-person-of-year  상징적인 예술가이자 자선가인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가 그의 예술적 업적과 자선 활동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행사에서 2012 MusiCares 올 해의 인물(2012 MusiCares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됐다. 매카트니를 향한 매진된 헌사는 MusiCares 의 긴급 재정 원조와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례 올해의 인물 헌사 (22 년째)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의료적, 개인적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곳을 마련하는 MusiCares 에 상당한 지원이 된다.  추가 공연은 여러 번 그래미상(multi-GRAMMY

®
 )을 수상한 아티스트와 현재 그래미 후보자인 토니 베넷, 콜드플레이, 푸 파이터스, 앨리슨 크라우스, 제리 더글라스 피처링의 유니언 스테이션; 그래미상(GRAMMY )을 수상한 아티스트 듀안 에디; 여러 번 그래미상을 수상한 노라 존스, 알리시아 키스, 제임스 테일러; 두 번 그래미상을 수상한 다이애나 크랑과 크레이지 홀스와 함께한 닐 영; 라틴 그래미상을 두 번 수상한 세르지오 멘데스; 그리고 현재 그래미상 후보자인 케이티 페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14 번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2012 MusiCares

®
  올해의 인물인 폴 매카트니의 공연도 볼 수 있다.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창작에 ㈜애플이 공동 제작한 러브는 비틀즈(The Beatles)의 음악적 업적을 기념하고,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 카지노(The Mirage Hotel & Casino )에서 독점 공연한다. 이 합작의 예술적 모험은 비틀즈사와 애플이 대형 연극 파트너십에 합의한 첫 사건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 조지 헤리슨과 태양의 서커스 창립자 가이 라리베르트의 개인적인 우정과 상호 존경에서 탄생했다.  2006 년 시사회 후, 러브는 430 만이 넘는 관중 앞에서 2 천 회가 넘는 공연을 했다. USA 투데이로부터 최근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쇼”로 평가 받은 러브는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에서 4 년 연속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쇼”로 선정됐고, 계속해서 연예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1 년 2 월, 비틀즈의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러브 앨범(LOVE album)과  'All Together Now'다큐멘터리가 아이튠즈(iTunes)에서 독점적으로 디지털 데뷔를 했다.   출처 태양의 서커스 (Cirque du So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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