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구딩 주니어, FilmAid International 인식을 높이는 Chivas Regal 캠페인을 
지원 
 
(런던 2012년 5월 25일 PRNewswire=연합뉴스) FilmAid 영국 회장 Iliane Ogilvie 
Thompson, Chivas Regal 브랜드 이사 James Slack 그리고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가 칸에서 FilmAid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독창적인 고급 위스키 브랜드이자 제 65회 칸 영화제 공식 후원업체인 Chivas 
Regal은 새 국제 자금 모금 프로그램 계획 발표 후 자사의 국제 브랜드 파트너인 
FilmAid International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시켰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819-chivas-filmaid-cannes  
 
Chivas Regal FilmAid 파트너십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Chivas는 케냐 Kakuma 
난민 캠프에서 진행된 FilmAid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FilmAid의 큰 
활약상을 보여주는 짤막한 새 필름을 공개했다.  
 
FilmAid는 언어와 문맹을 초월하여 필름과 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과 지역사회에 생명을 구하는 정보, 
심리적 구호 및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망을 안겨준다.  
 
어제 크로아제트에 위치한 Chivas House에서 열린 친밀한 행사에서 나온 이 
발표는 동아프리카, 아시아 및 아이티를 위한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FilmAid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Chivas Regal의 
새로운 야심을 반증한다. 
 
오스카 상 수상 배우이자 FilmAid 후원자인 쿠바 구딩 주니어가 FilmAid 영국 
회장 Iliane Ogilvie Thompson 및 Chivas Regal 브랜드 이사 James Slack와 함께 
무대에 올라 Chivas가 의뢰한 짤막한 새 필름을 독점적으로 관람했다. 
 
칸에서 Chivas Regal FilmAid 파트너십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유명한 Magnum 
Photos 사진작가 Olivia Arthur가 이 필름을 촬영하는 동안 포착한 이미지들로 
전시회도 열었다. 
 
쿠바 구딩 주니어는 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필름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FilmAid의 독특한 작업을 치하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는 
정보와 권한 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FilmAid는 필름의 영향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곳에서 FilmAid의 
업무와 더불어 Chivas Regal의 풍부한 후원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Chivas Regal 브랜드 이사인 James Slack은 “FilmAid와의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첫 해를 마친 지금 FilmAid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사의 노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사 브랜드의 핵심은 아낌없이 베푸는 정신입니다. 전 
세계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FilmAid 필름은 칸에서 FilmAid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올 한 해 자금 모금 계획을 개시하고, FilmAid의 큰 활약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출처: Chivas R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