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의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프로덕션들, 세계 물의 날을 축하하고자 라스베이거스 제2회 연례 

한 방울의 물을 위한 밤(One Night for ONE DROP)에서 하나로 뭉치다 

-- 글로벌 자선행사, 물 관련 사안들 위한 기금모금 및 의식을 제고하다 

라스베이거스, 2014년 3월 24일 /PRNewswire/ --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2일), 8개의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라스베이거스 프로덕션들이 제 2회 연례 한 방울의 물을 위한 밤(One Night for 

ONE DROP) 을 위해 3월 21일 금요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 앤드 카지노(Mandalay Bay 

Resort and Casino)에서 하나로 뭉쳤다. 태양의 서커스 창립자인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e)가 설립한 

한 방울의 물을 의미하는 비 영리단체인 원드롭(ONE DROP)을 위한 자선 행사는 전 세계 물 관련 

사안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룻밤 동안 개최되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을 보기 위한 링크: http://www.multivu.com/mnr/7130251-cirque-du-

soleil-one-night-for-one-drop 

"2014년, 전 세계 최소 7억8천만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안전하고 꾸준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긴급한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지속가능 한 솔루션들이 있다"고 랄리베르테는 전했다. 

100명 이상의 재능 넘치는 태양의 서커스단(Cirque du Soleil)공연들과 보컬 수퍼 그룹 테너스(The 

Tenors)의 감동이 가득한 뮤지컬 공연들이 시간과 사회에서의 그 효과에 대한 은유로 "ONE THOUGHT, 

ONE WORLD(한가지 생각, 하나의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이날의 행사를 보다 뜻 깊은 자리로 

빛내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유투브에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린지 스털링(Lindsey Stirling), 

"America's Best Dance Crew(미국의 최고 댄스팀)" 시즌6 우승자 IaMmE Crew(아이엠미 크루), 

수상경력을 보유한 시를 공연으로 보여주는 스포큰워드(spoken word)예술가 IN-Q들 또한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무크타르 O.S. 무크타르(Mukhtar O.S. Mukhtar)가 총괄을 맡았다. 

무레아 비치 클럽(Moorea Beach Club)에서 열린 사교파티와 밤의 블루 카펫행사에 참석한 유명인사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창립자이자 CEO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e), 원 

드랍(ONE DROP) CEO 캐서린 버챈드(Catherine B. Bachand), "Real Housewives of Beverly 

Hills(비버리힐즈의 실제 주부들"의 카일 리차드(Kyle Richards), 마우리시오 우만스키(Mauricio Umansky), 

카밀 그래머(Camille Grammer), TV스타 홀리 메디슨(Holly Madison), 현 락 밴드 블루스 트레블러(Blues 

Traveler), 슈프림스(The Supremes)의 매리 윌슨(Mary Wilson),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자이자 미국 

유명 토크소 "Chelsea Lately(첼시 레이틀리)" 코디디언 헤더 맥도날드(Heather McDonald), "Rich Kids of 

Beverly Hills(비버리힐즈의 부유한 아이들)"의 모건 스튜어트(Morgan Stewart)와 브랜단 

피츠패트릭(Brendan Fitzpatrick), 전 세계 유명 댄스 팀 자바워키즈(Jabbawockeez), UFC명예의 전당 

선수(Hall of Famer) 포레스트 그리핀(Forrest Griffin), Ultimate Fighter(얼티밋 파이터) 시즌10 우승자 로이 

넬슨 닉네임 "빅 컨트리"(Roy "Big Country" Nelson), 라스베이거스 시장 캐롤린 굿만(Carolyn Goodman)과 

오스카 굿만(Oscar Goodman), 일루셔니스트(마술사) 크리스 엔젤(Criss Angel), USA올림픽 연속 

금메달리스트 선수 에스더 로프그렌(Esther Lofgren)과 수산 프랜시아(Susan Francia), 유명 

"kissing(키씽)" 예술가이자 화가인 나탈리 아이리시(Natalie Irish), 유명 요리사 수잔 페니거(Susan 

Feniger; Border Grill(보더그릴)), Thunder from Down Under(썬더 프롬 다운 언더)의 

멤버들, Fantasy(판타지)의 멤버들, DJ 88, 미국 대표 무용단인 앨빈 에일리 댄스 씨어터(Alvin Ailey 

American Dance Theatre)의 댄서들. 

One Night for ONE DROP(한 방울의 물을 위한 밤)은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와 리조트들의 

만달레이 베이(Mandalay Bay)를 포함하는 MGM 리조트 인터네셔널(MGM Resorts International)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수익금은 원드롭(ONE DROP)이 전 세계 안전한 물 공급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특별한 밤에 모인 수익금의 일부는 라스베이거스 스프링스 프리저브(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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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s Springs Preserve)와 라스베이거스 밸리(Las Vegas Valley)에서 현재 진행중인 물 보존과 지속가능 

한 삶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원드롭(ONE DROP) 페이스북(Facebook) 또는 트위터(Twitter) @ONEDROP #1night1drop를 팔로우 할 

수 있다. 

 

문의: 원드롭(ONE DROP)의 Pien Bowler, 전화: +1-702-352-0101, pien.bowler@onedrop.org, 킬빈 독 

커뮤니케이션(Kirvin Doak Communications)의 Alexandria Baum, 전화: +1-702-203-3100, 

abaum@kirvindo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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