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개의 태양의 서커스단 쇼, 물 관련 이슈의 국제적 의식 고양과 모금 위해 하나로 뭉치다  

 

- 3 월 25-31 일 ONE DROP 기부와 함께 웹케스트 온라인 공개 

라스베이거스, 2013 년 3 월 24 일 /PRNewswire/ -- 7 개의 태양의 서커스단(Cirque du Soleil) 
라스베이거스 프로덕션이 태양의 서커스단 설립자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e)가 세운 비영리 단체 

ONE DROP 을 위해 단 하루 동안 하나로 뭉쳤다.  

보도자료 관련 멀티미디어 자산: http://www.multivu.com/mnr/60862-one-drop-cirque-du-

soleil-world-water-day-global-philanthropy-event 

(사진 -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0324/MM81171)  

전 세계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3 월 31 일부터 ONE DROP 을 위한 5 달러 기부를 통해 

ONEDROP.org 에서 온라인으로 풀스케일 프로덕션을 시청할 수 있다. 

ONE DROP 은 전 세계의 물 공급을 위한 모금 및 의식을 높이는 국제적 인본주의적 행사인 One 

Night for ONE DROP 진행을 위해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 람보르기니(Lamborghini)와 협력했다. 

행사에는 2013 년 3 월 22 일 금요일  

kr 벨라지오 리조트 & 카지노 “O” 극장에서 진행됐던 유일무이한 7 개의 라스베이거스 태양의 서커단 

프로덕션에 참여했던 230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했다.  

행사의 블루카펫 이벤트와 벨라지오 수영장에서의 파티에 참석한 인사는: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e);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과 미시 프랭클린(Missy Franklin);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 샤니아 트웨인(Shania Twain);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 크리스 엔젤(Criss Angel); 가수이자 배우 재키 에반코(Jackie Evancho); 대니 

엘프맨(Danny Elfman); 음악가 톰 히긴슨(Tom Higgenson) (팝 펑스 밴드 Plain White T 리더); 배우 

하나 매이 리(Hana Mae Lee) (Pitch Perfect); 퍼포먼스 아티스트 데이비드 가리발디(David 

Garibaldi); 보컬 4 인조 The Canadian Tenors; 슈퍼모델 올루치 올란디(Oluchi Orlandi);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매리 휘플(Mary Whipple)과 에린 카파로(Erin Cafaro); 홀리 메디슨(Holly Madison); 

코코 오스틴(Coco Austin)이다. 

플래티넘 판매기록을 올린 음악가 재키 에반코와 퍼포먼스 아티스트 데이비드 가리발디는 태양의 
서커스단 아티스트들과의 공연을 통해 지구를 예술적 창조물로 기리고 물을 생명의 원천임을 

표현했다.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의 모델 올루치 올란디는 공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의 드레스를 입어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소냐 타예(Sonya 

Tayeh)가 구성한 안무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대니 엘프맨(Danny Elfman)의 작곡이 크리트타 

몬손(Krista Monson)이 창작하고 감독한 화려한 공연 “So You Think You Can Dance”에 삽입됐다.  

태양의 서커스단 설립자이자 ONE DROP 의 의장인 기 랄리베르테는 “공연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의 감정을 매만지는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수고한 모든 아티스트와 직원의 헌신과 열정이 

느껴졌다. ONE DROP 을 위해 쏟은 시간과 재능에 감사하며, 그들이 창조한 엄청난 효과에도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은 라스베이거스 지역사회와 파트너들의 자비 덕분에 이뤄진 것이다. 20 년 동안 

그들은 우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줬으며 이제는 물에 대한 우리의 꿈을 포용했다”고 전했다.  

4 월 4 일까지 일생일대의 경험, 예술품, 골동품, VIP 이벤트 패키지 등이 온라인으로 경매되며, 

수익금은 ONE DROP 에게 기부된다. 경매물들은 람보르기니 Aventador LP 700-4 Roadster, 모나코 

알버트 2 세 왕자의 개인 소장 손목 시계, 리처드 맥도날드(Richard McDonal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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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라마(Rabarama)의 조각, 올루치 올란디가 착용한 로베르토 카발리의 드레스 등이 있다. 물품은 

charitybuzz.com/ONEDROP 에서 확인 및 경매 가능하다.  

ONE DROP 의 페이스북을 좋아요 하거나 @ONEDROP 또는 #1night1drop 를 트위터 팔로우할 수 

있다.  

 

 

문의: 핀 볼러(Pien Bowler), ONE DROP, +1-702-352-0101, pien.bowler@cirquedusoleil.com; 

데이브 커빈(Dave Kirvin) / 알렉산드리아 바움(Alexandria Baum), Kirvin Doak Communications, 

+1-702-20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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