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혹의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됐는가? 

 

플레이보이, 매우 유혹적인 광고 캠페인 공개 

새로운 남성과 여성용 Super Playboy 컬렉션 
 

(파리 2013년 7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플레이보이가 새로운 블록버스터 향수 및 바디케어 

컬렉션 Super Playboy를 위해 슈퍼섹시, 슈퍼차지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 재미있는 이 

텔레비전, 인쇄 및 디지털 캠페인은 밤을 접수하는 슈퍼 유혹자들의 서사적 모험을 그린다. 슈퍼 

영웅들은 세계를 구하는 대신 유혹하고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즐길 준비가 됐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자.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46-super-playboy-new-fragrance-body-care   

 

플레이보이의 재미있는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매우 화려한 옥상 파티에서 Super Playboy 남녀 영웅들이 즐기는 모험을 그린다. 남성용 TV 

광고는 흐뭇한 결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파티 장면에서 유쾌한 Super Playboy 남자 영웅을 

보여준다. Super Playboy 남자 영웅은 X선 투시능력을 이용해 멋진 여성들을 보다가 한 남성으로 

시선을 옮긴다. 그 때 자신의 매치 Super Playboy 여자 영웅을 만나게 된다. 여성용 TV 광고는 

이 섹시한 Super Playboy 여성 영웅을 중심으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영웅적인 

유혹 활동을 전개한다. 자신의 운동능력을 이용해 멋진 남자들과 놀고, 경찰들로부터 광란의 파티를 

지켜낸다. 그러다 바에 있는 섹시한 Super Playboy 남자 영웅을 보게 된다. 그녀는 “딴 곳으로 

가죠”라는 문장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그와 함께 섬으로 떠난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자. 
 

TV 캠페인에서 섹시하고 유혹적인 정수만을 포착한 인쇄 광고는 Super Playboy 커플이 공중에서 

에로틱하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진은 산뜻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사진작가 

Jean-Yves Lemoigne이 촬영했다. 이 사진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으며, Super Playboy 

커플이 옥상 수영장 위에서 하늘을 나는 모습을, 즉 오직 슈퍼 영웅 유혹자들만 연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Super Playboy 온라인 
 

액션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Super Playboy의 흥미진진한 온라인 경험은 

새로운 영웅을 창조한다. 바로 당신! 사용자는 자신만의 맞춤 웹사이트 iamsuperplayboy.com을 

만들고 클릭 한 번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혹하는 영웅 되기, 

가짜 이력 완성하기, 가짜 잡지기사 작성하기, 미친 듯이 웃기는 인터뷰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PLAYBOY FRAGRANCES 페이스북 페이지로 가서 슈퍼 플레이를 즐길 준비를 하자. 8월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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