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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러스 캠페인



Challenge: 버드라이트 셀처 레모네이드의 슈퍼볼 TVC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Last Year's Lemons'는 집에서 혼자 머리를 깎고, 결혼식을 미루는 등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바이러스가 아닌 하늘에서 떨어지는 레몬의
습격 때문이라고 설정한 재미난 영상이다. 더이상 입에 담기에도 지친 코로나 대신 레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해 지겨울 정도로 많아진 레몬으로 맛있는
버드 라이트 셀처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 내용의 영상은 어려움 상황을 낙관적인 마인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슈퍼볼 경기 진행 중에
어느 팀이든지 경기를 뒤집는 플레이가 나올 때 트위터로 캠페인 해시태그를 달아 이벤트에 참가하면 버드 라이트 셀처 레모네이드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

Results: 4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만 뷰를 기록했다.

Budweiser: Last Year's Lemons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 New Yor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07&source=ppt


Challenge: 알래스카 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맞춤형 비행기 안전 수칙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신디사이저 사운드 가득한 1980년대 팝송 스타일과 따라하기 쉬운 춤을 결합한 재미난 영상을 공개했다. 'we can fly if you want to(당신이 원한다
면 우리는 비행할 수 있다)/we can leave your house behind(당신의 집을 두고 떠날 수 있다)'로 시작하는 가사는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가사로 이어진다. 또, 기장과 승무원들은 가사에 충실
한 댄스를 선보이고, 특히 손씻기를 강조한 춤동작을 여러번 반복한다. 가사에는 병원급 헤파 필터 장착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등 기내 안전을 위한
알래스카 항공의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9만 뷰를 기록했다.

Alaska Airlines: Alaska Safety Dance Type: Filmㅣ Agy: Mekanism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77&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ViewSonic(뷰소닉)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마트 4K 홈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터 X1000-4K를 홍보할 브랜디드 콘텐
츠를 공개한다.

Solution: 'The Finchers'이란 시트콤을 제작했다. The Finchers는 80년대 클래식 시트콤 스타일의 영상으로, 핀처스네 가족이 애증 관계의 외삼촌 V와 크리스
마스 명절을 함께 보내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가장 먼저 공개된 1편에서는 가장인 핀처스씨가 긴급 가족회의를 열어 X1000-4K를 이용해 V 외삼촌네 가
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지난 휴일 때 V 외삼촌네 갔다가 겪은 웃픈 에피소드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다가 정지화면이 됐을 때 별안간
핀처스씨가 X1000-4K의 선명한 화질과 빌트인 하만카돈 사운드바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후 영상은 이어지면서 결국 외삼촌 댁에 가고 마는 걸로 1편
은 끝을 맺는다.

Results: 트레일러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한 달간 17만 회를, V 삼촌의 가라데 영상은 한 달간 34만 뷰를 기록했다.

ViewSonic: The Finchers Type: Filmㅣ Agy: Cavea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96&source=ppt


Challenge: 버거킹 브라질이 야간 홈딜리버리 서비스의 70% 할인 행사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밤 늦은 시각에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19금 장난을 치는 진상 손님들은 패스트푸드점들의 큰 골칫거리다. 그런데 버거킹 브라질이 이런 진상
고객들을 촬영해놨던 휴대폰 영상들을 야간 홈딜리버리 서비스 홍보 영상으로 당당히 내놓았다.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넘어지고 바지를 내리는 등 실제
로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유머러스한 분위기의 음악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웃음을 줌과 동시에 밤에는 매장을 찾기보다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다.

Results: 한 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13만 뷰를 기록했다.

Burger King: The Worst Of Burger King Type: Promotion&Eventㅣ Agy: Davi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73&source=ppt


Challenge: 애플이 지난해 애플 제품이 직장인들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캠페인 영상 'Apple at work - The
Underdogs'이 큰 웃음을 주며 인기를 끌었다. 어느 회사의 최약체처럼 보이는 소위 언더독 팀이 프로젝트에 애플 제품을 적극 활용하면서 멋지게 프로젝트를
해치운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애플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뉴노멀이 된 재택근무의 천태만상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애플 제품의 진가를 이
들 언더독 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했다.

Solution: 코로나바이러스로 재택근무가 길어지자 우리의 언더독 팀도 직장과 집안일이 분리가 안 되는 환경에서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화상으로 회의를 하
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데드라인은 촉박한 데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안해야 하는데 비용은 반으로 줄여야 하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그때부터 언더독은 데드라인, 회의, 그룹채팅, 화상회의,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에다가 집에 있기 때문에 돌봐야 하는 아이, 강아지, 고양
이까지 신경쓰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듯하지만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맥, 맥북 등을 사용해 가면서 생산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발
휘하는 언더독 팀. 한 차례 앞당겨지기까지 했던 데드라인의 아침이 마침내 도래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앞선 'Apple at Work - The Underdogs'와 마
찬가지로 열린 결말이다. 하지만 다음 에피소드가 또 나온다면 프로젝트는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한 거라 생각해도 될 것 같다.

Results: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295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The Whole Working-from-home Thing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Mark Mollo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06&source=ppt


Challenge: 구글이 만우절을 기념해 구글 인공지능 기술을 다소 과장한 재미난 영상으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하고자 한다.

Solution: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덕에 구글홈이 이제는 튤립과 대화가 가능해졌단다.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는 이번 기술로 튤립이 물, 햇빛, 공간 등이 필요할
때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됐으므로, 튤립 생산과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과 네덜란드 대학이 협력을 통해 튤립의 언어를 디코딩하
여 개발한 이번 'Google Tulip' 기술은 일반인들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물론, 여기까지는 모두 구글의 만우절 장난이었다.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보면, 구글 어
시스턴트 다운로드와 네덜란드 큐켄호프 튤립공원 사이트로 이동한다.

Results: 1년간 유튜브에서 648만 뷰를 기록했다.

Google: Introducing Google Tulip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16&source=ppt


Challenge: 리틀 시저스 피자가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런칭하며 브랜드 최초의 슈퍼볼 TVC 캠페인을 선보이려고 한다.

Solution: 갓 구운 신선한 피자가 집까지 편리하게 배달된다? 리틀 시저스 피자는 이를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식빵 이후 최고의 먹거리)'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먹거리를 절대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름도 정직한 Sliced Bread라는 식빵 회사다. 리틀 시저스 피자의 홈 딜리버리 소식
에 Sliced Bread는 CEO에서부터 완전 패닉 상태가 되고 회사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결국에는 CEO가 리틀 시저스 피자 배달원이 된다.

Results: 4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 345만을 기록했다.

Little Caesars: Better Than Sliced Bread Type: Filmㅣ Agy: McKinn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91&source=ppt


Challenge: 영국의 마권업자이자 온라인 베팅업체인 Paddy Power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최대 경마 축제인 Cheltenham Racing Festival을 홍보
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 배우 콤 미니(Colm Meaney)가 캠페인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잉글랜드에 대해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놨던 말들을 털어놓
으며 올해는 반드시 잉글랜드를 꺾고 아일랜드가 우승해 그동안 기분 나빴던 것들을 모두 복수하고 말 것이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기분 나빴던 일들이란 게
잉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발음을 갖고 놀렸던 것, 튀김에 베이크드 빈을 넣은 것, BBC iPlayer 서비스를 막은 것, 그나마 제일 재미있었던 왕실 사
람들인 해리왕자와 미건을 왕실에서 쫓아낸 것 등 사소하고 쪼잔하기까지 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가 제일 열받는 건 이렇게 불평을 해대도 잉글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와의 스포츠 경기에 그렇게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한편 그가 텅빈 경마장을 걸으며 이같은 독백을 할 때 그의 뒤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
베이크드 빈은 튀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배너를 들고 따라와 웃음을 선사한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8만을 기록했다.

Paddy Power: The Irish Are Coming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95&source=ppt


Challenge: 암호 관리 프로그램 Dashlane이 2020 슈퍼볼 TVC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암호를 잊었을 때의 난감함을 재미난 상상력으로 그려낸 영상을 선보였다. 사후에 저승사자에 이끌려 어둠의 강을 건너며 제
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남자가 저멀리 펼쳐진 환한 천국을 바라보고 안도할 때 별안간 저승사자가 비밀번호를 묻는다. 모른다고 하자 저승사자는 남자가 맞
힐 때까지 비밀번호 힌트를 줄줄이 내지만(첫 반려동물 이름, 유치원 선생님 이름, 어렸을 적 장래희망 등등) 남자는 결국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지옥으
로 떨어지고 만다. 암호를 완전히 까먹었을 때의 당황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상상속 절체절명의 순간에 빗대 공감과 함께 재미를 선사한 영상이다.

Results: 1주간 유튜브 조회수 148만 회를 기록했다.

Dashlane: Password Paradise Type: Filmㅣ Agy: Lightning Orchar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31&source=ppt


Challenge: 지난 해 채식주의자 메뉴 도입이 성공을 거둔 레스토랑 Frankie & Benny's가 새해 새달을 맞아 채식주의를 결심한 고객을 겨냥해 몇 가지 채식주
의자용 메뉴들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신메뉴 50% 할인 행사에 들어가며 프로모션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재미난 발상의 컬래버가 성사됐다. 90년대 'I'd do anything for love (But I won't do that)'이란 곡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가수 미트로프
(Meat Loaf)를 홍보 모델로 발탁한 것이다. 그의 이름 자체가 육식 메뉴 이름이 아닌가. 미트로프 자신도 이번 컬래버를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며 처음에는 의
아해 했지만 지구 환경을 위해 일주일에 단 며칠 만이라도 채식을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후문이다. 캠페인 영상에서의 미트로프는 실제에
서보다 이번 계약에 훨씬 완강하다. Frankie & Benny's의 PR팀이 미트로프 앞에서 새 메뉴 홍보를 위해 미트로프의 이름을 '베지로프(Veg Loaf)'로 바꾸자며
오버를 하자 미트로프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PR팀 직원 중 하나가 'I thought he'd do anything for veg(채식을 위해서라면 무
엇이든 할 줄 알았다)'고 말하자 다른 한 명이 'But he won't do that(그렇지만 그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미트로프의 히트곡 제목을 상기시키
며 웃음을 유발한다.

Frankie&Benny's: Meat Loaf Would Do 
Anything For Veg

Type: Otherㅣ Agy: Lucky General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0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