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mbay Sapphire Gin, Imagination Series: 네 명의 영상대회 우승자 발표, 5번째 우승자는 
일반 투표에 부쳐 

 
-- 네 명의 영화 제작자, 자신의 상상력을 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일반 시민들 대상 http://imaginationseries.com/vote에서 5번째 우승작을 가리는 투표 
진행 
 
(런던 2013년 10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수량과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진 브랜드[1]인 BOMBAY SAPPHIRE(R)가 Tribeca Film 
Festival(R)과 공동으로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의 우승자 네 
명을 오늘 발표했다. 이 대회는 신인 영화제작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아카데미상(R) 수상자 
Geoffrey Fletcher가 쓴 짧은 영화각본을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단편 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3485-bombay-sapphire-winners-of-imagination-series 
 
올해 제2회에 접어든 이 대회를 위해 Bombay Sapphire와 Geoffrey Fletcher는 영화계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주요 인물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올해 심사위원은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배우 
애드리언 브로디, 영화각본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Lucy Mulloy, 영화각본 작가 Naomi Foner, 
배우 피터 파시넬리, Vimeo 시니어 큐레이터 Sam Morrill 등이다. 이들은 독창성과 상상력을 
기준으로 총 9편의 영화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Anthony Khaseria, 런던의 영화각본 작가, 'Reflections' 출품 
* Maite Fernandez, 스페인의 서적상이자 코미디언, 'Grafitti Area' 출품 
* Chris Cornwell, 런던의 영화각본 작가, 'Exit Log' 출품 
* Kiara Jones, 미국의 영화전공 학생, 'The Other Side of the Game' 출품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각본 작가 Geoffrey Fletcher는 이 대회와 관련해 “새로운 목소리와 
창의적인 비전이 자금과 광범위한 노출을 찾기 힘든 요즘과 같은 시기에 Bombay Sapphire는 
새로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는 토대와 발사대를 제공했다”며 “우리가 제작하는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상상력만큼이나 공감을 자아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배우 애드리언 브로디는 “올해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 출품작들의 창의성이 매우 방대해, 단 네 편만 고르기가 무척 힘들었다”면서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동기가 부여된 경험이었길 바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롭고 흥미진진한 인재들을 
발굴했으며, 이들이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기다려진다. 4월 큰 스크린에서 
우승자들의 상상력이 영화로 생명력을 얻는 과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ombay Sapphire와 영화 제작의 핵심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대회는 무한한 창의성과 
더불어 Bombay Sapphire의 신념, 즉 상상력의 힘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은 어디로든 인간을 
데려다 준다는 믿음을 탐색한다.  
 
Bombay Sapphire 국제 마케팅 책임자 Luca Vescovini는 “자사는 Bombay Sapphire 
Imagination Series Film 대회를 통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Imagination Series가 무섭게 성장해 단 2년 만에 출품작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68개국에서 1천300개가 넘었다”고 덧붙였다.  
 
Tribeca Enterprises CCO Geoffrey Gilmore는 Bombay Sapphire와의 협력에 대해 “자사와 
마찬가지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포용하는 브랜드와 파트너가 돼 매우 좋다”면서 “Bombay Sapphire 

http://www.multivu.com/mnr/63485-bombay-sapphire-winners-of-imagination-series


팀의 열정과 지원으로 운영되는 Imagination Series는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Bombay Sapphire는 오늘부터 일반 대중이 5번째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 투표를 
시작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http://imaginationseries.com/vote에서 투표하면 된다. 
수상작은 2013년 1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와일드 카드는 다음과 같다. 
 
* Karen Pessina, 이탈리아 - 'Tea Time'은 타이어에 구멍이 나 차를 멈추게 된 두 남자를 
둘러싼 스릴러다. 두 남자가 근처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할머니가 차와 머핀을 내놓는다. 두 
남자 중 하나가 독이 든 머핀을 먹고 쓰러져 즉사한다. 나머지 남자는 할머니와 다시 만난다.  
* Allyson Morgan, 미국 - 'Need for Speed (Dating)'는 스피드 데이팅 행사에 참가하는 두 
친구를 다룬 코미디다. 이 행사에서 두 친구는 계속 불쾌한 남자들만 만난다. 둘은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이 등장하고, 둘은 가까운 곳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찾게 된다.  
* Giles Borg, 영국 - 'The Search'는 자신이 지구상에 남겨진 마지막 인간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 John에 관한 드라마다. 이 남자는 다른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래된 컴퓨터 BOB으로 CCTV 영상을 살펴본다. BOB이 다른 인간을 찾아내지만, 역시 외로움에 
사무치던 BOB은 John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결국 John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떠난다.  
* Effie Woods, 영국 - 'Cutie Pie'는 Peter라는 남성에 관한 코미디다. Peter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보니 Maggie가 산 귀여운 새끼 고양이가 보인다. 그 새끼 고양이가 집을 파괴하자 
Peter는 Maggie에게 반품하라고 한다. 둘은 그 작은 괴물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새끼 고양이는 계속 둘을 괴롭힌다.  
* Hiroshi Momose, 일본 - 'The Value of Freedom'은 동물원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새 두 마리가 창살 넘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중 한 마리가 우리에서 도망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그 새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들기를 선택한 반면, 나머지 새는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 안심이 되어 머물기로 한다.  
 
우승자는 자신의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결과물은 2014년 초에 
상영될 예정이다. 우승자를 보고, 제작 과정에서 이들의 영화 및 경험에 대해 듣고 싶다면 
http://www.imaginationseries.com/vote를 방문한다.  
 
Bombay Sapphire(R) 소개 
Bombay Sapphire는 양과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대형 진 
브랜드다[1]. 1761년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전 세계에서 직접 
선별한 10가지 이국적인 식물성 재료들 간의 독특한 조합에 완벽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생산된다. 
식물성 재료가 지닌 자연의 맛은 증기 주입이라는 정교한 증류 과정을 통해 포착한다. 그 결과 
감질맛 나고, 부드러우며, 복합적인 맛을 내는 Bombay Sapphire 진이 탄생한다.  
 
BOMBAY SAPPHIRE(R) - Infused with imagination(TM) 
 
Bombay Sapphire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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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phire로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www.bombaysapphire.com 
http://www.facebook.com/BombaySapphire 
 
1. 2011년 12월 말 종료 12개월에 대한 국제주류시장연구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 IWSR) 자료. 주요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량과 가치 측면에서 탑 5에 드는 
브랜드들을 말한다. 요청 시 전체 결과를 제공한다.  
 
추가 정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