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FAO의 스카이 블루, 잉글랜드 런던에서 열리는 EF Summeranza 2013 축제 헤드라인 장식 

 

-- 세계적인 슈퍼스타 스카이 블루, 10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에서 자신의 첫 솔로 앨범 선보여 

 

(취리히 2013년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LMFAO의 스카이 블루가 10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 EF Summeranza 2013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EF Summeranza 2013은 EF Education First가 

매년 개최하는 음악축제로, 2013년 7월 11일 런던 외곽 Kempton Park Racecourse에서 4천 명에 달하는 

EF 학생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스카이 블루 외에도 영국의 Luminites와 다른 국제 가수들도 공연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50-EF-Education 
 

전 세계 음악팬들은 7월 4일 출시 예정인 스카이 블루의 솔로 앨범 발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EF 

Summeranza 축제 참가자들에게는  콘서트에서 스카이 블루의 솔로 앨범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앨범의 첫 싱글 "Pop Bottles"는 1월에 발매됐으며, "Party Rock Anthem", "Sexy and I know It", 

"Sorry For Party Rocking" 같은 LMFAO의 이전 탑 차트 히트곡들을 기반으로 앨범이 구성되어있다.   

 

스카이 블루는 “Summeranza에서 공연하고, EF 학생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기대된다”면서 

“팬들을 사랑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F Language Travel의 사장인 Mauro Cuervo는 “Summeranza에서 LMFAO의 스카이 블루가 공연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EF의 언어 학습이 교실 밖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Summeranza에서 우리 학생들은 언어와 지리 장벽을 초월하는 음악을 통해 언어와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F Summeranza 소개 

 

Summeranza는 EF 학생들만을 위한 EF의 연례 음악축제로, 지금까지 블랙 아이드 피즈의 윌아이엠(2012), 

케샤(2011), DJ 밥 싱클레어(2010)와 같은 세계 최고 음악가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축제 정보는 

http://www.ef.co.kr/summeranza/를 참조한다.  

 

EF Education First 소개 

 

1965 년 “언어, 문화 및 지역간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EF(EF Education First)는 세계 최고의 

국제교육업체이다. EF는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F는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450 개의 학교와 지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언어 

훈련, 교육 여행, 학위 및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F는 2014 년 소치에서 열리는 제 22회 

동계올림픽의 공식 언어 훈련 제공업체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인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혁신적인 

영어 능력 지수(English Proficiency Index)(http://www.ef.co.kr/epi/)를 개발하기도 했다. 

 
 

출처: EF Education First Ltd 

http://www.ef.co.kr/ 
 

문의: 홍수진 팀장 (+82-(0)2-3452-5210/ joice.hong@e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