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ck Pack,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의 무대 열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5 년 11월 11 일 PRNewswire=연합뉴스) 두바이 공항이 어제 
혁신적이며 세련된 신규 프로젝트 musicDXB 를 시작했다. ‘Britain's Got Talent’ 
결선 진출자들과 영국의 새로운 스윙킹 Jack Pack 이 30분 동안 펼쳐진 팝업 콘서트 중에 
세계 최대의 무대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 콘서트는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 
두바이국제공항(DXB)에서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Jack Pack 의 Andrew Bourn 은 “어젯밤 에어쇼 갈라 디너를 포함해 우리는 독특한 
곳에서 공연을 해왔는데, 두바이국제공항(DXB)에서의 경험은 단연 독보적”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파격적이고 멋진 배경, 전 세계 음악가들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관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MusicDXB 는 매년 이 공항을 이용하는 7 천 900 만 명이 넘는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다문화적이고 세계적인 관중을 겨냥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여행 기준을 
세웠다. MusicDXB 는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세계적인 슈퍼스타, 가장 인기 많은 
최신 국제 무대 및 새로운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브 공연을 놓친 팬들은 두바이 공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두바이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 만 명에 달하는 팬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최대 
공항 커뮤니티’로 인정받았다. 
 
두바이공항 CEO Paul Griffiths 는 “Jack Pack 과 함께 매우 세련되게 musicDXB 를 
선보이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음악을 향한 찬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8 주 동안 UAE 최고의 음악 인재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또한 전 세계 
음악가들도 초청하고 있다. 우리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점점 증가하는 국제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면 이 무대를 
선택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1 월 이후 두바이로 여행하거나 두바이를 통과하는 음악가들은 자신의 곡 샘플, 여행 일자 
및 musicDXB 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담은 짧은 영상을 
이메일(musicDXB@dubaiairports.ae )로 보내면 된다. 
 
공연 예술에 대한 두바이 공항은 오랜 애정은 유명하다. 두바이 공항 이용객들은 케이티 
페리, 스티비 원더, 로드 스튜어트, 다이아나 로스, 마이클 볼튼, 톰 존스 및 조지 벤슨 
같은 스타들의 공연을 보는 행운을 누려왔다. 두바이국제공항(DXB)은 켈리 롤랜드가 
공연한 공항 콘서트를 포함해 다른 팝업 행사들도 개최해왔다. 또한 두바이공항은 
Choirfest Middle East 를 포함해 지역의 클래식 음악 프로젝트도 열렬히 지원하고 
있다.  
 
Jack Pack 소개 
Jack Pack 의 동명 데뷔 앨범은 현재 영국 차트에서 탑 5 를 달리고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1111/286350 ) 
 
출처: 두바이공항(Dubai Air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