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 마이클 잭슨 재단, Michael Jackson One 공연 

 
 

스토리와 연출에 제이미 킹(Jamie King)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에서 6월 29일 세계 최초 공연 

 

라스베이거스, 2013년 7월 1일 /PRNewswire/ --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와 마이클 잭슨 재단은 

오늘 밤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 & 카지노에서 독점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Michael Jackson 

ONE 세계 최초 공연을 한다. 제이미 킹이 감독한 완전히 새로운 이 쇼는 전 세계를 투어하며 현재 아시

아의 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 THE IMMORTAL 월드투어의 최고 흥행 후 태양의 서커스

와 마이클 잭슨 재단 사이에 제작된 두 번째 창의적인 프로젝트이다. 

 

레드 카펫 행사 후 만달레이 베이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유명인사는 다음과 같다. Guy Laliberte, 

Katherine Jackson, Prince Jackson, Blanket Jackson, Jackie Jackson, Marlon Jackson, Tito 

Jackson, Justin Bieber, Neil Patrick Harris, Spike Lee, David Arquette, Allison Janney (웨스트 

윙(The West Wing), Dule Hill (웨스트 윙(The West Wing), Berry Gordy (모타운 레코드(Motown 

Records) 설립자), Ryan Kwanten (트루 블러드(True Blood)), Alfre Woodard, Roberto Cavalli (패션 

디자이너), Pharrell Williams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 수상한 음악가/기업가), Dot Jones 

(글리(Glee)), Rex Lee (안투라지(Entourage)), Ian Ziering (비버리힐즈의 아이들(Beverly Hills) 

90210), Jon Secada (가수), Dj Ashba (건즈 앤 로지즈(Guns N' Roses), SIXX AM), Tom Higgenson 

(Plain White), Richard MacDonald (조각가), Robert Griffin (NFL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 Jennette McCurdy, Jamie King (ONE 스토리 작가 및 감독), Welby Altidor (창작 감독), 

Kevin Antunes (음악 감독), Jonathan Deans (사운드 디자이너), Zaldy Goco (의상 디자이너), 

Nathalie Gagne (메이크업 디자이너), Ivan "Flipz" Velez (안무가), Rich and Tone Talauega (안무

가) 또한 포함된 현지 연예인으로는 Carrot Top, Jeff Beacher, Jabbawockeez, Clint Holmes, 

Human Nature 그리고 Justin Mortelliti, Mark Shunock와 락 오브 에이지(Rock of Ages)의 Carrie 

St. Louis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팀: Jamie King (ONE 스토리 작가 및 감독), Welby Altidor (창작 감독), Kevin 

Antunes (음악 감독), Jonathan Deans (사운드 디자이너), Zaldy Goco (의상 디자이너), Nathalie 

Gagne(메이크업 디자이너), Ivan "Flipz" Velez (안무가), Rich and Tone Talauega (안무가). 

 
 

쇼 

 

Michael Jackson ONE은 관중들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영혼을 느낄 수 있도록 소리, 곡예, 안무, 시각

적 자극을 모은 공연이다.  

 

첨단 서라운드 사운드의 전에 없던 강력하고 층화된 마이클의 음악을 통해 ONE의 관객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엄하고, 장난스럽고, 마법적이고, 따듯한 비주얼 공연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Michael Jackson ONE 공연에서 마이클의 예술성과 영혼은 63명의 댄서와 공연, 공중 곡예, 드라이빙 



곡예와 역동적인 폭발을 위한 스프링 보드라는 어반/힙합 용어인 비비드 안무의 강렬한 에너지를 통해 

재현된다.  

 

ONE은 팝의 황제, 천재, 몽상가, 유일한 존재인 마이클 잭슨의 혁신적인 열정과 유산에 대한 헌사이다. 

 

이름  

 

마이클 잭슨은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평등하다고 믿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통일, 화합, 희망을 의미한다. 수수께끼 같고 추억을 상기시키는 Michael Jackson 

One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역설을 제시한다: 마이클은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예술 형태의 조합을 위

해 노력한 아티스트였다. 세계 팝의 황제, 천재, 이상주의자, 일인자는 통합의 여정에 걸맞는 타이틀이

다. 

 

마이클의 Dangerous 월드 투어를 통해 댄서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태양의 서커스단의 마이클 잭

슨 THE IMMORTAL 월드투어의 제작을 맡은 제이미 킹과 마이클 잭슨 재단, 존 브란카(John Branca), 

존 맥클레인(John McClain), 그리고 다음의 창작자들의 다양한 능력으로 Michael Jackson ONE 공연은 

창조적인 생각을 보여 줄 것이다. 

 

Guy Laliberte – 크리에이티브 가이드 

Jean-Francois Bouchard – 최고 경영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Jamie King – 작가 및 감독 

Welby Altidor – 창작 감독 

Carla Kama – 조감독 

Kevin Antunes – 음악 감독 

Francois Seguin – 세트 및 소품 디자이너 

Zaldy Goco – 의상 디자이너 

Michel Lemieux and Victor Pilon – Man in the Mirror 창착자 

Travis Payne – 안무가 

Rich and Tone Talauega – 안무가 

Parris Goebel – 안무가 

Sidi Larbi Cherkaoui – 안무가 

Ivan << Flipz >> Velez – 안무가 

Olivier Simola – 안무가 

Rob Bollinger – 아크로바틱 공연 디자이너 

Germain Guillemot – 아크로바틱 공연 디자이너  

Ben Potvin – 아크로바틱 안무가 

Andrea Ziegler – 아크로바틱 안무가 

Raymond St-Jean – 프로젝션 디자이너 

Jimmy Lakatos – 프로젝션 디자이너 

David Finn – 조명 디자이너  

Jonathan Deans – 음향 디자이너 

Pierre Masse – 아크로바틱 기기 디자이너 

Nathalie Gagne – 메이크업 디자이너 

Brian Drader – 극작가 

Manon Beaudoin – 캐릭터 가이드 

Henry Fong – 일러스트 

Dago Gonzalez – 영상 콘텐츠 디자이너 



창작자의 정보 및 쇼 사진: 

창작자의 정보 및 쇼 사진은 홍보실에 마련돼 있다: 

http://www.cirquedusoleil.com/en/press/kits/shows/michael-jackson-one.aspx 
 

공연 일정: 

 

 7월 1일 시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00 및 10:00 공연. 

 9월 3일 시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00 및 9:30 공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 예약: 

 전화 877.632.7400 또는 800-745-3000 

  www.cirquedusoleil.com/mjone 또는 www.mandalaybay.com 방문 

 Michael Jackson ONE 박스 오피스,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 박스 오피스, 또는 MGM 리조

트 국제 박스 오피스 중 하나를 방문. 

 

티켓 가격: 

  $69, $99, $130, $140, $155, 그리고 한정판 골든 서클 좌석. 세금 및 부가세 별도. 

 9월7일 토요일 공연 가격 $69, $99, $130, $160, 그리고 한정판 골든 서클 좌석. 세금 및 부가

세 별도.  

 티켓은 공연 120일전부터 구매가능. 

 

Michael Jackson ONE 페이스북(Facebook) 또는 트위터: @Cirque # MJOne.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Michael Jackson ONE은 1993년 Mystere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선보이는 태양의 서커스단의 8번째 

창작물이다. 단체는 6대륙 300개 이상 도시에서 1억 명 이상의 관중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태양의 서커스단은 50개 국에서 모인 1,000명의 공연 예술가를 포함해 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다.  

 

태양의 서커스단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irquedusole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 DROP 재단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onedro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프 로바리(Jeff Lovari), 태양의 서커스 (Cirque du Soleil), +1 (702) 632-4712, jeff.lovari @ 

cirquedusoleil.com 

http://www.cirquedusoleil.com/en/press/kits/shows/michael-jackson-one.aspx
http://www.cirquedusoleil.com/mjone
http://www.mandalaybay.com/
file:///C:/Users/nayoung/Downloads/redir.aspx%3fC=6a533325497b4442a7d7a656b3f27364&URL=http:/www.facebook.com/MJONE
file:///C:/Users/nayoung/Downloads/redir.aspx%3fC=6a533325497b4442a7d7a656b3f27364&URL=https:/twitter.com/%23!/Cirque
http://www.cirquedusoleil.com/
http://www.onedro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