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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전천후



미디어의 흐름을 가장 빨리 캐치하는



크리에이티브의 룰을 바꾸는





딜랑의지향점

맛없는생각안합니다.  

맛없는생각안팝니다.

재미없는생각은남들에게맡기고,  

우린맛있는생각만하겠습니다.

머리가아닌몸이반응하는생각,  

한번맛보면잊을수 없는생각,  

세상을좀더살맛나게하는생각.

브랜드를살찌우는Delicious Think,

참지말고맛보시죠.



딜랑의크리에이티브영역

마케팅에필요한모든고객접점이딜랑의영역입니다.

형태에갇히지않습니다. 미디어를편식하지않습니다.

딜랑은필름, UI/UX, 디자인, 뉴미디어까지TVC와

디지털을넘나드는풀코스크리에이티브를제공합니다.



딜랑의크리에이티브영역

기획-크리에이티브-제작까지전과정을자체적으로진행합니다.

퀄리티에대한책임은기본, 빠른유지/보수는덤입니다.

본부장급10명, 팀장급20명이프로젝트에밀착합니다.

스스로의높은기준으로엄격하게퀄리티를관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미디어전문가, 제작/개발

전문가들이유기적으로연계하여최고의

팀시너지를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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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컨텐츠기획및제작맨파워보유

정규직인원 본부 팀





브랜드 및 프로덕트의 본질을 해석하고, 

기존의 관성과 전형을 벗어나

딜랑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는 시퀀스를 담아냅니다



다방 2021 TVC:다방에다모였다편

다방



케이카 TVC :케이카는솔직CAR다편



트롬스타일러 2020 TVC/디지털: 바이러스케어편



프라엘메디헤어 TVC: 런칭편

메디헤어



디오스얼음정수기냉장고 2020 TVC: 새로움을 OPEN 편

얼음정수기냉장고



김치톡톡 2020 TVC: 냉기테크놀로지편

김치톡톡



호텔스컴바인브랜딩 TVC: 칭찬편



브랜딩 TVC:청하가발라버렸다편

걸작떡볶이치킨



아모레퍼시픽빈티지싱글 / 에센스 / 듀오런칭필름



삼성화재다이렉트 TVC 필름 : PRICE 배정남/박나래편

삼성화재다이렉트



소니 TVC 필름: h.ear_Spring 아이유편



블랙야크제품홍보 TVC 필름 : 이승기편



RULE429 런칭필름 : 티저편



생활맥주브랜드캠페인



스케쳐스 TVC / 컴포트브랜딩:편안함으로한걸음더편



제네시스특화서비스홍보필름



산타페기술바이럴필름(ROA) : 숨바꼭질편



산타페기술바이럴필름(SEA) : 오줌싸게편



컴투스프로야구 2020 바이럴:육성편

컴투스프로야구



와우프레스홍보필름



삼성갤럭시 A 홍보필름 : CAMERA 편



브랜드필름 : EXID 아이돌편



허쉬초콜렛바이럴필름 : 최유정편



8seconds Model 필름



LONG 브랜드필름



글로벌제품홍콩런칭필름



라메르앰버서더홍보필름 : Kayleen McAdams 편



JILSUART SPORT 브랜드홍보필름 : 박서준편



ALLEGRI F/W, S/S 홍보필름



패션웹필름 : 고경표/설현편



데상트차이나 S/S 프로모션필름



리니지2 : 브랜드프로모션필름



현대자동차아이오닉5 디지털사이드미러홍보필름



HMS Busan 런칭필름 : 전시관오프닝



현대모터스튜디오글로벌아트프로젝트



연료전지시스템런칭필름



연료전지시스템브랜드필름



현대자동차버스안티바이러스솔루션홍보필름



한화글로벌홍보필름 : Solar Energy / Aerospace / Chemical 편



만도 FOOTLOOSE 런칭필름



시대/기술/휴머니티 그리고 상상.

내일의 상상을 오늘의 일상으로 가장 최적화해 구현하는

국내 최고의 원스탑 그래픽 솔루션



키엘울트라훼이셜크림캠페인필름



2019 엘지디스플레이비즈니스필름



호가든디지털컨텐츠 #02 Blue Sky / Bycicle / Sunshine



아토리베어365 바이럴필름 : 피부보습장벽편



현대자동차아이오닉5 멀티충전솔루션필름



현대스타리아하이진시스템브랜드필름



현대자동차원격진단서비스플랫폼 RDSP 홍보필름



HMG 이산화탄소포집기술홍보필름



글로벌 E-러닝가이드필름 : 서비스스킬편



현대자동차 x 소니픽쳐스콜라보필름



Play! i30 : 펀드라이브편



딜랑의 키비주얼은 상상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커머셜 영역 안에서 브랜드가 아닌

또다른 예술적 가치를 그려냅니다.



OLED SPACE : 브랜드컨셉영상



LG ULTRAFINE DISPLAY OLED PRO : 마케팅키비주얼



KSA AIRSOLUTION : 키비주얼



KSA AIRSOLUTION : 키비주얼



COWAY ICON : 컬러스토리



디지털 트렌드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유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가치있는

브랜드 릴레이션쉽을 구축합니다.



올리브영을 건강식품 구매 및 탐색처로 소구하기 위해 [올리브영에서 건강 새로고침]이라는 키메시지 기획 및 지속 발신
시즌이슈 및 부스팅 메시지를 선정 후 소비자의 건강식품 관여도에 따라 메시지 노출



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레전더리 K-pop 뮤직비디오의 고화질 리마스터링 버전을 공개하는 <MV리마스터링> 캠페인 진행
캠페인 키비주얼부터 소셜 콘텐츠, 쇼츠 챌린지 등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기획 및 제작과 더불어 기자간담회 라이브 송출 등을 담당

MV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산악회 아저씨들이 부르는
올드 케이팝 메들리🇰🇷(SM x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cFb6gh8e4JI
https://www.youtube.com/watch?v=UiE7pS-P2BM&list=PLaCWlXKJIo8lDlXBRKsqB8SEqzLWQTZnA&index=8
https://www.youtube.com/watch?v=UiE7pS-P2BM&list=PLaCWlXKJIo8lDlXBRKsqB8SEqzLWQTZnA&index=8


2020년 3월 올리브영 ‘봄을찾기’세일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외 카톡 플러스 친구
푸시 메시지 기획 및 발송 진행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참여 및 실 구매 연계가 가능한
소셜 샵 기능 강화



한국 / 글로벌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 및 관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소셜 미디어 채널 특성에 맞춘 콘텐츠 구성 및 제작, 
웹사이트 유입 유도
코로나19 이슈에 맞춰 브랜드 메시지
영상 기획 및 제작, 확산



고객 커넥트를 위한 딜랑만의 브랜드 표현은

효율성을 넘어 매력적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트렌드를 기획하고 상상을 현실과 연결하는 기술.

딜랑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확장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무풍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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