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널스 프로덕션



수병과 간호사의 만남은

사진만큼 극적인 로맨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던 이둘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

20세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커플이 될 수 있었지만

단 한 장의 키스 사진만 남긴채 끝나고 말았죠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다를 것입니다

용감한 크리에이티브로 얻어낸 승리의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그것을 단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다가온다면 이 만남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 크리에이티브한로맨스

세이브더널스



2013.01 SAVE THE NURSE 설립

2014.01 하고싶다’프로젝트로 Co-working 합병

2014.11 2014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금상 수상

- LIG 매직카 다이렉트 ‘자기야 차키 줘봐’편

2016.11 2016 올해의 광고대상 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대상 대상 수상

- 유한양행 메가트루포커스 ‘이세돌＇편

2017.06 SAVE THE NURSE 재분리

SAVE
THE
HISTORY

세이브더널스 연혁



SAVE
THE
CREW

세이브더널스 구성원

PRODUCTION

강병찬 감독

배정훈 조감독

Co-working producer

김갑민 PD



SAVE
THE
CHANS

강병찬 감독
Director CHANS

2009.02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 졸
2010.03 – 2011.03 영국 어학연수 및 파운데이션과정
2011.03 - 2012.12 Creative Lounge 카피라이터
2012.12 - 2013.12 SAVE THE NURSE Director
2014.01 – 2017.06 하고싶다 프로젝트 Director
2017.06 – present SAVE THE NURSE Director

2010 NewYork festival finalist

2010  부산국제 광고제 은상

2009  TVCF Young creative award 최우수상

2014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은상
(LIG 다이렉트 자동차보험_ 자기야 차키 줘봐)

2016  올해의 광고대상 대상
(유한양행 메가트루 포커스_이세돌편)

2016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대상
(유한양행 메가트루 포커스_이세돌편)

2018  LG steam 세탁기 바이럴필름 (Wordwide) 1억 2천만뷰 기록

강병찬 감독 경력사항



SAVE
THE
CREATIVE

BMW MINI – THE NEW MINI COUNTRYMAN_ADD STORIES.

LG 전자 – 스팀 세탁기 ‘My teddy’ (world wide)

문정아 중국어 – 쩐다 시리즈

스카이라이프 – 30% 요금할인 홈결합 편

원스토어 – 원기충전소 프리런칭, 통신사 마일리지, 새해인사 편

웰리힐리파크 – 성소 편

헉슬리 - 오일 라이트앤 모어 _겨울피부 히터를 즐기다 편

하이네켄 코리아 에델바이스 – 꽃맥 편

CJ LION 비트 - 디톡스편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기저귀, 하기스네이처메이드

유한양행 메가트루포커스 - 이세돌편

큐로홀딩스 개그판타지 - 박나래 김준호 유민상 편

세방전지 - 브랜드 광고 _BATTERY FOR BETTER LIFE

크라운 제과 쿠크다스 - 강민경 편

유한양행 삐콤씨 - 신입사원, 중년부부, 짐승남 편

필립스 에어 프라이어 - 김 풍 편

크라운제과 초코하임 - B1A4 바로 편

갈더마 코리아 레스틸렌 - 한고은편

OB맥주 스텔라 - 샬리스 편

배달통 – B.D.T편

BMW MINI – THE NEW MINI COUNTRYMAN 

테일즈 런너 - 블락비 편

LG G3 – WORLD VIRAL FILM _zach king편

물먹는 하마

배달통 - 마동석 편

환타지 히어로 – AOA 편

박효신 Music Video – Shine your light

하이네켄 코리아 – 에델바이스

그 외 다수

세이브더널스 포트폴리오



BMW MINI 
THE NEW MINI COUNTRYMAN
ADD ST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O-IWXYyAwMY



BMW MINI 
THE NEW MINI COUNTRYMAN
ADD ST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yrLZ7qbA0RM



BMW MINI 
THE NEW MINI COUNTRYMAN
ADD ST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GGh2NPDVBYE



Huxley
Oil light & more
겨울피부 히터를 즐기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ViEsbhlVA



LG ELECTRONIC
STEAM WASHER
My teddy

https://www.youtube.com/watch?v=8BQPDrTrgIkyoutube 120,000,000 view



유한양행
메가트루 포커스
이세돌편

https://www.youtube.com/watch?v=lRViEsbhlVA
2016 올해의 광고대상 - 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홍보 대상 - 대상 수상



문정아 중국어
쩐다 시리즈
팠다편, 17년차편, 22관왕편

https://www.youtube.com/watch?v=isroUbf43j0
https://www.youtube.com/watch?v=o_hi40wPK8s
https://www.youtube.com/watch?v=le-1fha6FdI



Heineken KOREA
에델바이스
꽃맥

https://www.youtube.com/watch?v=5aAPN91yZHI



ONE store
통신사 마일리지편
원기충전소 개소식편

https://www.youtube.com/watch?v=ZJpg1mRMtEM
https://www.youtube.com/watch?v=pM7_VqFlr68



배달통
마동석편
족팡매야편

https://www.youtube.com/watch?v=XkGOXKzo43k



LG ELECTRONIC
Q60
Product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2z3osbVX23g



유한양행
삐콤씨
신입사원편, 잉꼬부부편, 짐승남편

https://www.youtube.com/watch?v=S-cuGmXEo7g
https://www.youtube.com/watch?v=NDR0naqTNBA

https://www.youtube.com/watch?v=yRCtt1DwEzI



배달통
B.D.T편

https://www.youtube.com/watch?v=-G8NCjp6cKc



LG ELECTRONIC
G3
Zach king

https://www.youtube.com/watch?v=bRE08hkXvfU



CJ LION
비트
디톡스편

https://www.youtube.com/watch?v=GR_NgmSkmCQ



E LAND
E 경량패딩
이 순간이 따뜻한 이유편

https://www.youtube.com/watch?v=LKRNkmZpPgs



박효신
Shine Your Light MV

https://www.youtube.com/watch?v=lbE2fjmrHWI



크라운 제과
쵸코하임
얼려유편

https://www.youtube.com/watch?v=FsiTZPNbBTE



OB
스텔라 아르투아
샬리스편

https://www.youtube.com/watch?v=SFBFGOiRDQM



하기스 코리아
매직기저귀
첫옷편

https://www.youtube.com/watch?v=dvLDnV17MUI



하기스 코리아
네이처메이드
HUG편

https://www.youtube.com/watch?v=ij8nMkHM3DI



갈더마 코리아
레스틸렌
한고은편

https://www.youtube.com/watch?v=y4sFEEShOqg



세방전지
브랜드 광고
BATTERY FOR BETTER LIFE

https://www.youtube.com/watch?v=jEBKZfZAIvM



RB KOREA
물먹는 하마
속았네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cyHeD-1eM



Sky life
인터넷 & TV
30% 요금할인 홈결합편

https://www.youtube.com/watch?v=Pr7ngmVmO4U



크라운제과
쿠크다스
강민경편

https://www.youtube.com/watch?v=D2v1h0ojGPE



LIG 손해보험
매직카 다이렉트
자기야 차키줘봐 편

https://www.youtube.com/watch?v=V3kFL7dLsBM2014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은상



BMW KOREA
MINI COUNTRYMAN
MINI FOR MINIBUSINESS

https://www.youtube.com/watch?v=f8bOrc0alzE



Contact
THE
NURSE

세이브더널스 연락처

강병찬 감독 010 2520 0012

배정훈 조감독 010 6603 4511

savethechans@gmail.com

www.savethenurse.com

https://vimeo.com/savethenurse

https://www.instagram.com/savethen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