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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3 세계우수광고상영회 주요 광고 소개

○ Three Little Pigs (BBH London, UK)

 

- 광고제목 : Three Little Pigs (CLIO Awards GRAND 수상)

- 출품사 : BBH London, UK

- 줄거리

아기 돼지 삼형제의 내용을 변형한 광고로 돼지 삼형제가 늑대를 산 채로 가마솥에 빠트려 죽인 살인죄로

고소된다. 이때 돼지 삼형제의 정당방위였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여론이 대립되는데 The

Guardian 이라는 영국 유력지가 여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돼지 삼형제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될 무

렵 경찰이 CCTV에서 천식약을 먹고 있는 늑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늑대가 입김으로 돼지 삼형제의 집

을 날려보낼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 또한 The Guardian을 통해서 전달된다. 아기 돼지 삼형

제가 주택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험 살인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고 이윤만 추구하는 은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

로 등장하여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지는데 이 여론의 중심에도 The Guardian이 있다.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

하고 소통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곳으로써 언론으로서의 The Guardian의 가치를 보여준 광고 메시지.

○ DUMB WAYS TO DIE (McCann, AUSTRALIA)

 

- 광고제목 : DUMB WAYS TO DIE (New York Festival Grand 수상)

- 출품사 : McCann, AUSTRALIA

- 줄거리

호주 맬버른 지하철 공사에서 열차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머리에 불 붙

이기, 포악한 곰을 막대기로 찌르기, 유통기한 지난 약 먹기, 피라냐 미끼로 몸뚱아리 내주기, 포크로 토스트

빵 꺼내기, 전기장치 혼자서 다루기, 나는법 스스로 배우기, 2주 지난 냉장보관 안된 파이 먹기, 싸이코 킬러

집에 초대하기, 마약 밀매상의 새 차 긁기, 우주에서 헷맷 벗기, 세탁 건조기 속에 숨기, 애완동물로 방울뱀 키

우기, 인터넷에 콩팥 팔기, 강력접착제 먹기, 사냥 시즌에 사슴처럼 옷입기, 벌집 쑤시기, 기차역 플랫폼 끝에

서있기, 기차길 건널목 차단봉 옆으로 지나 운전하기, 플랫폼 사이 기차길 건너가기 등의 행동을 귀여운 캐릭

터와 중독성있는 노래로 대중들에게 열차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해야할 행동들을 각인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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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L+ - “The Bear” (BETC Paris, France)

- 광고제목 : CANAL+ - "The Bear" (London Int’ Awards Grand 수상)

- 출품사 : BETC Paris, France

- 줄거리

현실감 넘치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전쟁영화를 찍는 촬영 현장으로서 ‘컷’

이라는 소리와 함께 이 영화의 감독이 등장하는데 영화감독이 사람이 아닌 곰의 형상을 한 양탄자가 나온다.

이 곰 형상의 양탄자는 영화배우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연기를 주문하기도 하고 영화 연출과 편집, 그리고 인터

뷰까지 하는데 알고 보니 이는 곰 양탄자가 거실 바닥에 놓아져 하루 종일 주인과 ‘CANAL+’채널에서 영화를

보며 상상했던 것이다. ‘CANAL+’를 시청한다면 어느 누구든 영화감독만큼이나 영화에 대한 깊은 열정과 사랑

을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해당 광고의 메시지.

○ I Am Mumbai (Taproot India, Mumbai)

- 광고제목 : I Am Mumbai(ADFest Gold 수상)

- 출품사 : Taprooy India, Mumbai

- 줄거리

광장에서 불타고 있는 책과 이를 두고 그들이 자신의 책을 태웠고 이야기를 없앴지만 자신을 침묵

시킬 수는 없을 거라는 한 남자의 외침. 매일 집으로 배달 오는 우유가 시궁창 물과 섞인 불량 우

유이지만 이를 자신의 아이에게 먹일 수 밖에 없는 한 엄마의 외침. 식당에서 식당 테이블보다 작

은 침대에서 매일 잠들고 음식은 일주일에 두 번 화장실에서 먹는다는 아이의 외침. 도로에서 이

도시는 나의 집이며 내가 속한 곳으로 나의 집을 더럽히는 정치 포스터를 붙이지 않겠다는 한 남자

의 외침. 이 절규에 가까운 모든 외침의 끝에 그들은 ‘I am Mumbai’라는 명제를 붙인다. 뭄바이는

매일 아침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듣고 있는지 대중에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뭄바이의 발

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이 모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