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자리 잡는 Balqees, 전설적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공연하는 첫 아랍 가수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6 년 5 월 18 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달 22 일,
아부다비에 있는 du Arena 에서 예멘 출신의 에미리트 가수 Balqees 가 대표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무대에 섰다. Balqees 와 보첼리는 UAE 의 NSO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의 반주에 맞춰 보첼리의 ‘Canto Della Terra’를 원대하게
소화하며 왕자를 기리는 무대를 빛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종종 폭력, 전쟁 및 테러리즘과 연관되고 있다. Balqees 는 이런
이미지 대신 평화롭고 예술을 사랑하는 아랍 세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처럼
기념비적인 무대에 오를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국제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소망도 피력했다. 2013 년부터 UAE NSO 심포니
오케스트라 회원인 그녀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의 4 개 국어로 오페라를
소화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명망 있는 무대에 올랐다.
이 역사적인 공연과 관련해 Balqees 는 “전설적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협연하는 첫 아랍
가수가 돼 영광”이라며 “보첼리와 듀엣을 한 후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견실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첼리와 노래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면서 “보첼리와의 듀엣으로 가수로서의 여정이 더욱 풍부해졌으며,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Balqees 소개
4 년 전에 데뷔한 예멘 출신의 에미리트 가수 Balqees Fathi 는 오늘날 아랍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Balqees 는 데뷔곡 ‘Masaa'la Sahla’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 곡은 HH Sheikh
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 과 아티스트 Fayez Al-Saeed 의 공동 작품이다.
2013 년에 발매해 기록을 세운 그녀의 앨범 ‘Majnoun Balqees’는 유튜브에서 2 천 200 만
뷰를 기록했다. 2015 년에 발매한 ‘Zay ma ana’는 중동 아이튠즈에서 판매 및 다운로드가
가장 많은 앨범이 됐다. 그녀는 이 곡으로 애플 뮤직 중동에서 ‘2015 년 최고의 아랍
가수’로 선정됐다.
Balqees 는 L'Officiel 중동 올해의 아랍 여성상 ‘젊은 인재 2012’와 Al Sada
매거진과 Zahrat Al Khaleej 매거진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젊은
인재상’을 포함해 수많은 상과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녀는 지부티에서 예멘 난민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면 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자선 활동도 하고
있다. 2016 년 그녀는 팬틴 모발 제품, 코카콜라 및 자인 텔레콤을 비롯한 일류 국제
브랜드들의 매체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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