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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Challenge: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크럼핏 브랜드 Golden이 새 TVC 캠페인을 제작한다.

Solution: 먹을 때마다 지루한 적이 없는 맛이라는 뜻의 'Never A Boring Bite'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스타일의 복고풍 영상은 색색가지의
먹음직스런 음식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야외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뱅글뱅글 도는 주전자 모양의 놀이기구를 탄 채로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린 Golden을 맛
깔스럽게 한 입 하는 모습을 독창적이고 재미나게 표현했다. 즐겁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아름다운 비주얼과 함께 한껏 표현한 영상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할 듯하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8만 뷰를 기록했다.

Golden: Never A Boring Bite Type: Filmㅣ Agy: BMF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76&source=ppt


Challenge: KFC가 남아공에서 매콤한 맛의 Spicy Zinger Nuggets 메뉴를 신규 출시하며 마케팅 캠페인에 나선다.

Solution: 두 친구가 KFC Zinger Nuggets을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메뉴인지를 두고 내기하듯 재미난 신경전을 벌이는 영상 'Bring a Lil Heat'가
공개됐다.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말에 계속해서 상대를 도발하자 신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TV 드라마, 줌 화상 통화, 공중부양 수양, 우주까지 확
장한다. 랩으로 하는 두 친구의 티키타가가 흥을 불러일으킨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5만 뷰를 기록했다.

KFC: Bring A Lil Heat Type: Filmㅣ Agy: Ogilvy Johannesburgㅣ CD: Safaraaz Sindh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05&source=ppt


Challenge: 허쉬에서 푸딩 브랜드 Colliders를 새로 출시하며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새 디저트의 탄생을 알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TVC 영상은 바닐라 디저트 베이스에 허쉬 초콜릿 브랜드들의 초콜릿이 토핑으로 올라간 세 가지 맛의 Colliders를 소개하며 말랑말랑하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영상으로 표현해 제목 그대로 자꾸만 숟가락이 가게 만드는 디저트(Dessert that's made to spoon)임을 강조했다.

Results: 3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46만 뷰를 기록했다.

Colliders: Dessert That’s Made To Spoon Type: Filmㅣ Agy: Leo Burnet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71&source=ppt


Challenge: 코카콜라만의 독특한 시원함은 수세대 동안 전 세계인의 입맛과 기분을 돋아왔다. 오직 코카콜라만이 선사하는 경험으로 말로는 형언하기가 어렵
다. 이에 코카콜라가 2021년 새 글로벌 브랜딩 캠페인을 런칭하며 코카콜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Solution: 갓 딴 혹은 갓 따른 코카콜라의 첫 모금이 가져다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한 영상이 공개됐다. 등장인물들은 코카콜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감탄
사를 내뱉고는 곧바로 온몸을 주체를 못할 정도의 몸동작으로 춤을 춘다. 팔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썹까지도 씰룩대며 춤을 추고, 호호할머니의 다리까
지도 현란한 스텝을 밟게 할 정도다. 비비드한 컬러와 신나는 힙합 비트의 배경음악까지 코카콜라가 선사하는 기쁨을 더욱 잘 표현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6만 뷰를 기록했다.

Coca-Cola: Open That Coca-Cola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32&source=ppt


Challenge: 2019년 에어팟 2세대 캠페인 영상 'Bounce'로 에어팟을 착용한 남자가 온 세상이 통통 튀어오르는 놀이터가 되는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던 애플이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며 그에 못지 않은 바이브를 선사하고자 한다.

Solution: 이번에는 'Jump(점프)'다. 젊은 댄서가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영 프랭코(Young Franco)의 '폴링 어파트(Fallin' Apart)'를 듣자 온 세상이 긴 두 줄을
이용한 줄넘기인 더블 더치(double Dutch)의 세상으로 변한다. 그의 엄청난 실력을 알아서일까. 그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줄이 될 만한 건 모조리 가지고 나
와 더블 더치를 하자고 한다. 거기에는 네온 사인, 빨랫줄도 있고, 심지어 농구코트 라인도 있다. 에어팟 프로가 가져다주는 자유함이 고난위도의 격렬한 더블
더치도 가능하게 한다. 애플은 캠페인 영상 외에도 소비자들이 더블 더치를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스냅챗 AR 필터를 공개했다. 스냅챗의 전신 트래킹 기술이
유저의 움직임을 추적해 줄넘기 줄를 화면에 보여주면 유저가 그에 맞춰 점프를 하면 된다.

Results: 이틀간 유튜브 조회수 95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AirPods Pro - Jump Type: Filmㅣ Agy: TBW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98&source=ppt


Challenge: 삼성 갤럭시탭 S7, S7+를 가장 이상적인 재택근무용 생산성 툴로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 'Work Is Better with Play'는 재택근무 중인 워킹맘과 사랑스런 아들의 일과 놀이, 그밖의 집안일들로 가득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담았다. 화상회의로 오후 5시에 디자인 발표를 앞둔 엄마는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아들의 일과에 동참하며 다채롭고 유
쾌한 시간들로 채워간다. 만화 캐릭터 모양의 팬케익을 구워주고, 비디오 레이싱 게임을 함께 즐기는가 하면 아들의 소소한 행동에도 관심을 갖고 챙기며 힘들
지만 활기차게 하루를 이어간다. 그러다 한창 호기심이 많고 장난을 칠 나이의 아들의 우연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었고, 마침내 5시가 되어 아들의 서툰 응원
을 받으며 미팅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디자인은 팀원들의 큰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한다. 워킹맘이 오로지 책상에 앉아 일에만 집
중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영상의 제목처럼 놀이와 여유가 있을 때 생산성도 향상되는 법. 주인공의 바쁜 일정을 이른 아침부터 함께하며 일과를 돕고,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회사일과 육아에 도움을 주며 작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면에서도 완벽한 파트너로 갤럭시탭 S7의 존재가 계속해서 부각된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했다.

Samsung: Work Is Better With Play Type: Filmㅣ Agy: BBHㅣ CD: Joao Unzer, Bo Yo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23&source=ppt


Challenge: 신발 및 의류 브랜드 Saucony가 런닝 슈즈 'Endorphin Collection'을 출시하며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You, But Faster'란 제목의 TVC 캠페인을 공개했다. 매일 강아지와 함께 산책 후 집에 도착하는 모습만 그려진 단순한 패턴의 영상이지만, 늘 집에
반려견이 먼저 도착하던 것과 달리 마지막에는 Saucony Endorphin Collection을 신게 된 보호자가 반려견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Saucony 신제품의 우수한 퍼포먼스를 위트있게 부각시켰다.

Results: 4주간 유튜브 조회수 179만 뷰를 기록했다.

Saucony's Endorphin Collection Gets You 
Moving Faster Than Your Dog

Type: Filmㅣ Agy: Forsman & Bodenfor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80&source=ppt


Challenge: 4년 전에 출시된 100% 식물 기반 에너지 음료 TENZING Natural Energy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하면서 무산소로 등반하며 산악 원정대의 안
내와 짐꾼을 맡고 있는 민족인 셰르파가 끓여 마시는 차에서 착안한 음료다. 런칭 이후 3년 연속 에너지 음료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다른
여러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Solution: 코로나19 이전 같았으면 TVC 캠페인은 엄두도 못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브랜드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고료가 크게 내려가 TENZING에게도
TVC 캠페인을 진행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해서 최초 제작된 TVC는 셰르파와 관련된 TENZING의 기원을 소개하면서 인공첨가물이 전형 들어가지 않는 100%
식물 기반의 에너지 음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43만 뷰를 기록했다.

Tenzing: Power Of Natur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04&source=ppt


Challenge: 자동차 브랜드 피아트가 첫 순수 전기차 피아트 500을 출시하며 홍보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불가리, 아르마니, 카르텔 등과 컬래버로 피아트 500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작했다. 각 명품 브랜드의 특징이 고스
란히 차 구석구석에 녹아들어가 명품 브랜드 그 자체가 된 세 가지 모델은 자선 경매 진행 후 수익금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운영하는 환경보호 단체 레
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에 기부된다. 아울러 피아트는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허물 만큼 최신 기능과 최고 사양을 갖춘 피아트 500 라 프리마 런칭
에디션을 온라인에서 한정 출시한다.

Results: 피아트 500 라 프리마 런칭 에디션 영상이 1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1,427만을 기록했다.

Fiat: All In Type: Promotion&Eventㅣ Agy: Great Gunsㅣ CD: Federico Mazzaris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23&source=ppt


Challenge: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의 2020 슈퍼볼 TVC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평소 버드라이트의 팬으로 알려진 뮤지션 포스트 말론이 버드라이트와 버드라이트 셀처(Bud Light Seltzer)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주인공
으로 등장한다. '#PostyStore'란 타이틀의 영상은 편의점에 들어간 포스트 말론이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정도록 두 맥주 사이에서 극심하게 고민을 하다
자신이 부자임을 기억하고는 두 개 다 사갖고 간다는 해피엔딩이다. '#PostyBar' 영상은 어느 술집에서 버드라이트 셀처 망고 맛을 소개 받은 포스트 말론이
한 모금 마셔보고는 맛과 향을 판별하고 마음에 드는 맛인지를 결정하는 데 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미국인들이 그러했듯이 포스트
말론과 그의 미뢰가 망고 맛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패러디한 듯한 설정이 재미를 선사하는 영상이다.

Results: 1주 만에 #PostyStore와 #PostyBar의 유튜브 조회수가 각 1,115만 회와 634만 회를 기록했다.

Bud Light: #Postybar And #Postystore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 New Yorkㅣ CD: Brandon Henderson, 
John Park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3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