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바카디(R) 럼, “길들여지지 않는" 태도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느낌의 마케팅 캠페인 전세계적으로 공개 

 

 

-- 새롭고 대담한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플랫폼을 전세계적으로 

론칭함으로써 브랜드와 제품들에 통일성 부여 

--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지면광고, 디지털, 그리고 TV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하여금 바카디와 함께 용감하고 열정적이게 살 수 있는 

“억누를 수 없는 영혼”을 깨우침  

-- 1900년대로부터 영감을 얻은 진품. 손으로 직접 그린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박쥐 로고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채택  

 

(해밀턴, 버뮤다 2013년 11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44-bacardi-untameable-attitude-new-look 

 

2013년 11월 18일 해밀턴, 버뮤다  -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바카디 브랜드와 바카디 가족의 스토리는 하나의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바로 “Untameable-길들여지지 않음”이다. 150년 이상을 

타협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극복해온 바카디는 럼 브랜드로서 허구적 



소설보다 더 나은, 진실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유산인 

브랜드는 특히 “억누를 수 없는 영혼”의 DNA를 가지고 있고 이는 오늘날에 

와서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를 론칭하기에 이르렀다.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는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쿠바가 

기원인 바카디 럼에 대한 숨겨진 스토리를 이야기 하고 소비자들에게 삶을 

포용하고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영혼”을 드러낼 수 

있는 대담한 삶을 갖도록 영감을 준다.  

 

텔레비젼과 디지털, 그리고 지면 광고들은 럼 브랜드를 지탱할 수 있는 

진정한 기개와 굳은 의지를 담고 있고, 더 번창할 수 있는데에 보탬이 

되었다 . 광고는 “우리는 금주법을 기억한다 – 그것은 화끈한 파티였다”, 

“어떤 이들은 바에서 쫒겨났다 – 어떤 이들은 나라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지진, 화재, 추방, 금주법 – 운명의 여신이여, 미안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등과 같은 헤드라인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고는 금주법이나 쿠바 추방 사건 같은 바카디 역사에 대한 짤막한 

묘사와 함께, 바카디 가문의 억압될 수 없는 영혼이 지진, 화재, 전쟁과 

혁명과 같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는 

“진실된 열정은 길들여질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음을 잘 나타낸다.  

이 플랫폼은 바카디 가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젊은 소비자들도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동지애를 부추키며 

자신의 개성을 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 는 30초, 60초, 120초 TV광고로 방영되며, 



옥외 광고, 지면 광고 및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프레임별 타임라인과 시청자가 체험하는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진행”이라는 명칭이 붙은 텔레비전 광고는 수상 경력이 있는 Dante 

Ariola가 감독하고, Jordi Moll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Jason Isaacs이 

보이스오버로 등장했다 브라질 오루 프레토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촬영한 이 광고는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느껴진다. 이 광고는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보는 

소비자가 한 모금 들이킬 때마다 바카디 브랜드 이야기가 마친 자신의 

이야기가 된 듯한 느낌을 갖는 현실감을 자아낸다. 

 

바카디 럼 글로벌 부문 선임이사 드미트리 이바노프는 “바카디는 상황, 

관습 또는 기대에 상관없이 열정적인 추진력을 보이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면서 “이번 캠페인은 바카디 브랜드의 끊임없는 인기, 계속되는 독창성에 

찬사를 보내고, 소비자와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억제할 수 

없는 대담한 정신’에 불을 붙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사는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크리에이티브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 - 바카디 브랜드 역사와 바카디 가의 

인생 태도에 뿌리 박혀 완전히 바카디의 소유가 된 아이디어 - 에 자사의 

모든 마케팅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카디의 모든 라이트 럼과 다크 럼 포트폴리오는 단일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와 통일된 느낌 하에 전 세계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바카디 자부심이 브랜딩, 마케팅 캠페인, 광고 및 



시각적 아이덴티티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시장에서 압도적인  

“길들여지지 않는” 바카디의 태도와 방식을 선보일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151년 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럼을 만들기 위해 전에는 새로운 단계들을 도입하는 비젼을 가졌던 

돈 파쿤도 바카디 마쏘 (Don Facundo Bacardí Mass)를 찬사하고 있다. 

바카디 럼은 설립자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고, 1862년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시작된 작은 출발점을 기억하며, 과거로부터 영감을 받은 박쥐 

로고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디자인을 찾기 위해 소중한 장인의 정신이 깃든 지난 151년 역사의 

아카이브를 깊숙이 뒤지고 연구한 끝에 1900년대 초 손으로 그린 바카디 

박쥐 디자인로부터 영감을 받은 새로운 로고가 탄생했다. 새로운 로고는 

쿠바와 스페인 전통에서 의미하는 행운과 부, 가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원 

의미로 귀결된다.   

 

바카디 워드 마크도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쿠바 아르데코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업데이트됐다. 이 아르데코 스타일의 가장 유명한 예는 

하바나에 위치한 엘 에디피쵸 바카디 (El Edificio Bacardí), 전 바카디 

건물이다. 이 11 층짜리 건물은 오늘날도 바카디 청동 박쥐를 머리에 이고, 

아르데코 스타일 서체로 장식되어 있다.  

 

 이바노프 선임이사는 “이 캠페인은 바카디 럼의 새로운 시대로 안내한다”

면서 “또한 바카디 가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초대한다. 이어 그는 “이 아이디어는 바카디 

브랜드의 기원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바카디 럼의 우수한 품질과 장인의 

솜씨를 찬미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며 “요약하자면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는 바카디 가문의 우수한 유산, 열정의 

추구, 그리고 훌륭한 럼에 대한 찬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들은 창의적인 디지털 포맷을 이용하여 직접 바카디 럼의 “억누를 수 

없는 정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151년 바카디 브랜드 역사의 유물들과 

광고의 제작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진정한 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는 올해 11월 20일 미국과 멕시코에서, 

12월 인도와 호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014년 봄 부터는 다른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 바카디 럼 및 칵테일 레시피에 관한 

추가 정보는 bacardi.com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편집자 주: “BACARDÍ Untameable Since 1862” 광고, 이미지, 백 스테이지  

컨텐츠는  http://www.bacardimediacentre.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a Contacts 

Sara Gottman, Bacardi Global Brands, +44 797 150 8137, 

sgottman@bacardi.com  

Tom Winterton, Citizen Relations for Bacardi Global Brands, +44 754 520 

9014, tom.winterton@citizenrelations.com   



Jennifer Mestayer, Zeno Group for Bacardi USA, +1 212 299 8976, 

jennifer.mestayer@zenogroup.com 

Gerald Fuchs Torrescano, Bacardi México, +52 (55) 5899 0900, 

gerald.fuchs.torrescano@bacardi.com 

  

 

바카디 럼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럼 

 

1862년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설립자 Don Facundo Bacardí Massó가 맛이 

특히 부드러운 라이트-바디 럼 바카디를 만들면서 스피릿 업계에 일대 

혁명이 불기 시작했다. 바카디 럼의 독특한 맛은 칵테일 선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칵테일 레시피(예를 들어 BACARDÍ Mojito, BACARDÍ 

Daiquirí, BACARDÍ Cuba Libre, BACARDÍ Piña Colada, BACARDÍ Presidente) 중 

일부를 발명하는데 영감이 됐다. 바카디 럼은 품질, 맛 및 혁신을 

인정받아 55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스피릿이 됐다. 오늘날 바카디 럼은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에서 1862년 

처음 발명될 당시와 똑 같은 맛을 내도록 제조되고 있다. www.bacardi.com 

 

 

LIVE PASSIONATELY. DRINK RESPONSIBLY. 

 

BACARDÍ, BACARDÍ UNTAMEABLE 및 박쥐 로고는 BACARDI & COMPANY LIMI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출처: Bacar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