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 
 

-- 아카데미 상 수상 배우 애드리언 브로디, 심사위원으로 선정 
 

-- BOMBAY SAPPHIRE 진,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손잡고 영화제작자들에게 자신만의 단편 영화 제작 

기회 제공 
 

(런던 및 뉴욕 2013 년 4 월 26 일 PRNewswire=연합뉴스) 수량 및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진 브랜드 BOMBAY SAPPHIRE(R)가 아카데미 상 수상 배우인 

애드리언 브로디를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빙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47-adrien-brody-named-bombay-sapphire-film-judge 

  

 

올해로 2 년째를 맞는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는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손잡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영화 각본 작가 Geoffrey 

Fletcher 의 각본을 해석함으로써 자신만의 단편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013 년 4 월 26 일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http://www.imaginationseries.com 에서 Geoffrey 

Fletcher 의 각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 컨셉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이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각 우승자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과 함께 자신의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대형 스크린에서 자신들이 

해석한 Fletcher 각본 버전이 상영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대회는 2013 년 8 월 4 일 종료된다. 애드리언 브로디, Geoffrey Fletcher 및 트로이베카 

영화제 전문가들이 제작에 들어갈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네 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은 또한 대중 투표에 부칠 5 개의 아이디어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한 아이디어도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5 개 영화는 2014 년 4 월 트라이베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아카데미 상 수상자인 브로디는 “나는 거칠고 장난끼 많은 아이였다”면서 “나는 항상 생생한 

상상력을 발휘했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재현하고자 했다. 순간의 뉘앙스나 내게 감동을 준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 등을 떠올리곤 했다. 그래서인지 내 안에는 항상 배우가 꿈틀거렸다. 이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대회에서 Bombay Sapphire 와 

협력하게 되어 큰 열정을 느낀다. 이 대회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상을 탐험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상상력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Geoffrey 의 각본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대되고, 이들과 함께 이 멋진 여정을 하루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Tribeca Enterprises 사장인 Jon Patricof 는 “Bombay Sapphire 처럼 창의성과 상상력을 

포용하는 브랜드와 관계를 이어가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 대회는 전 세계 영화제작자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상상력이 어떤 작품으로 

구체화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상력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오랫동안 창의성, 디자인 및 혁신적인 사고 

방식의 세계를 지원해왔다. Bombay Sapphire 의 국제 마케팅 책임자인 Magali Podesta 는 

“자사는 상상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사 브랜드가 상징하는 모든 

것, 그리고 자사가 하는 모든 활동(이국적인 식물 성분에서부터 증기 주입 증류 공정과 자사의 



상징적인 파란색 병에 이르기까지)에 상상력이 녹아 있다. 자사는 영화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카데미 상 수상 영화 각본 작가의 각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독특한 단편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5 편의 수상작 영화를 보거나, 대회, 각본 및 참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aginationseries.com 을 참조한다.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업데이트는 http://www.facebook.com/BombaySapphire 를 참조한다.  
 

편집자 주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 2013 년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James Griffiths: 런던 출신의 전임 영화제작자. 그의 영화 'Room 8'은 소형 인간, 평행 

우주 및 끝에 등장하는 반전이 진정한 영화 경험을 선사하는 라이브 액션 영화다.  

- Shekhar Bassi: 런던에서 거주하며, 포부를 품은 영화제작자. 그의 영화 'The Mrs'는 

비정상적인 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 범죄 영화다.  

- Cadi Catlow: 애니메이션 감독. 그의 스톱 모션 필름 'The Crab'은 오직 자막만을 이용하는 

아주 제한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하며, 두 게의 감정, 사고 과정 및 성격을 표현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타이밍과 매우 정확한 애니메이션에 의존한다.  

- Paul Frankl: 런던 출신의 프리랜스 감독. 그의 영화 'Water Song'은 경쟁적인 귀머거리 

수영선수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 Alexis Barroso Gasco: 스페인 출신의 작가, 감독 및 그래픽 디자이너. 그의 'Concrete'는 

오피스텔을 배경으로 하며, 간부, 청소부 및 상자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트라이베카 영화제 2013 의 모든 영상 코텐츠 및 이미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digitalnewsagency.com/stories/6567-adrien-brody-launches-filmmakers-

competition-at-tribeca-film-festival   

 

* http://www.imaginationseries.com 에서 지역별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Bombay Sapphire(R) 소개 

Bombay Sapphire 는 양과 가치 측면[1]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진 

브랜드다. 1761 년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전 세계에서 직접 선별한 

10 가지 이국적인 식물성 재료들 간의 독특한 조합에 완벽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생산된다. 식물성 

재료가 지닌 자연의 맛은 증기 주입이라는 정교한 증류 과정을 통해 포착한다. 그 결과 감칠맛 

나고, 부드러우며, 복합적인 맛을 내는 Bombay Sapphire 진이 탄생한다.  

 

책임감 있게 Bombay Sapphire 즐기기  
 

Bombay Sapphire, Bombay Sapphire 병 디자인 및 장치는 상표 및/혹은 등록 상표다. 
 

BOMBAY SAPPHIRE(R) - Infused with imagination(TM) 

 

Bombay Sapphire 는 사람들이 마음을 확장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상상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표현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Bombay Sapphire 팀은 누구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ombay Sapphire 로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www.bombaysapphire.com   

http://www.facebook.com/BombaySapphire   

 



[1] 자료원: 국제주류시장연구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 IWSR). 

2011 년 12월 마감 12 개월 기간에 대한 자료. 주요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인 수량과 가치 

측면에서 탑 5 에 드는 업체들이다.  
 

요청 시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추가 정보 문의처: 
Tarita Mullings, H+K Strategies / tarita.mullings@hkstrategies.com  / +44-20-

7413-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