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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캠페인



Challenge: 호주의 쇼핑센터 Westfield의 2021년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Bring on the Magic'이란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어느 건물의 옥상에서 페인트공이 캐롤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무언가를 열심히 바닥
에 그린다. 현란한 풋워크와 재치 넘치는 안무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며 마침내 공개한 결과물은 바로 산타 클로스의 썰매 전용 착륙장 표시다. 혹시 산
타클로스가 팬데믹 때문에 한 해 걸러서 길을 잊었다면 이 착륙장을 보고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75만 뷰를 기록했다.

Westfield: Bring On The Magic Type: Filmㅣ Agy: Siblingㅣ CD: James Chappe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434&source=ppt


Challenge: 아마존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모두가 들뜨고 떠들썩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에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을 느끼는 낯선 이웃에 관심과 친절을 베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슴 따뜻
한 영상을 공개했다. 젊은 여성이 일상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순간순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비친다.
그런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이웃 주민은 어늘 날 라디오에서 팬데믹 이후 청년 사이에 불안 장애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우연히 그 청년이
새를 좋아하는 걸 보게 된 이웃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마존을 통해 근사한 새집을 마음의 병이 든 청년에게 선물하며 마음의 안정과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다.

Results: 이틀간 유튜브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Amazon: Kindess, The Greatest Gift Type: Filmㅣ Agy: Lucky General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373&source=ppt


Challenge: 네덜란드 제약회사 DocMorris가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ake Care'이란 제목의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홀로 사는 노인이 어떤 사진을 보더니 어느 날서부터 뭔가를 결심한 듯 창고의 먼지 쌓인 무거운
케틀벨을 들고 나와 들어올리기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첫 날에는 들어올리지도 못해 바닥에 질질 끌고 나왔다가 포기했고, 그 다음 날은 바닥에 내동댕이쳤지
만 갈수록 힘을 길러 드디어 케틀벨을 들고 몇 차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옆집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니 한 번 와보
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노인의 딸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크리스마스 날. 노인은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딸의 집을 찾았다. 그
리고, 그렇게 보고 싶던 손녀를 보며 선물을 건네는데, 선물은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다는 황금별이다. 마침내 노인이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손녀딸을 번쩍 들고는 트리 꼭대기에 손녀가 직접 황금별을 달게 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딸은 그저 죄송하고 고마울 뿐이다. 노인의 집에 있
는 손녀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Results: 한 달간 트위터 조회수 800만, 유튜브 조회수 1,576만 뷰를 기록했다.

DocMorris: Take Care Type: Filmㅣ Agy: Jung von Mattㅣ CD: Alex Schmi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86&source=ppt


Challenge: 호주이 부동산 개발사 Stockland가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he Story of Ibis(따오기 이야기)'란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호주에서는 따오기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습성 때문에 'bin chicken', 즉 쓰
레기통 닭이라고 불린다. 이렇듯 비호감 캐릭터가 크리스마스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평소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초라한
따오기가 자신의 크리스마스 마법을 찾아나서기로 결단한다. 그의 목표는 산타할아버지의 하늘을 나는 썰매를 맨 앞에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것. 주위의 조
롱과 편견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따오기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만다. 크리스마스의 작은 마법이 이뤄진 것.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시청자들에게
2021년 새해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 영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12만 뷰를 기록했다.

Stockland: The Story Of Ibis Type: Filmㅣ Agy: Hava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14&source=ppt


Challenge: 독일의 대형 할인 슈퍼마켓 체인 Penny가 독일 적십자사와 손잡고 기부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상의 주인공 어린이는 아이다운 순수한 마음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철물로 드럼도 쳐보고, 길거리 포스터에 수염도 그어보고,
주차장 입구에서 눈사람도 만들어보았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상상해봐라!'고 야단을 친다. 아이는 그때마다 정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행동하는 상상을 하며 신나고 정겨운 세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어머니와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던 중 아
이는 장바구니에서 Zipfelmann 초콜릿을 꺼내 노숙인에게 건냈다. 어머니에게 아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다고 상상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Zipfelmann 초콜릿은 인류애와 연대감을 상징하는 인형 모양의 초콜릿으로, Penny에서 판매한다. 매장에서 Zipfelmann이 판매될 때마다 Penny는
수익금을 적십자사에 기부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120만 뷰를 기록했다.

Penny: Christmas For Everyone Type: Filmㅣ Agy: Serviceplanㅣ CD: Moritz Dornig, Matthias Schust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33&source=ppt


Challenge: 올 한 해는 참 힘들었다.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도 형편이 좋지 않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출할 예산이 팍팍하다. 슈퍼마켓 체인 ALDI
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크리스마스 할인이 들어가는 ALDI에서라면 크리스마스는 예년 같을 거다.

Solution: 힘들었던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즐거움을 선사할 ALDI의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외모까지 100%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산타할아버지들이 싱크로나
이즈드 스위밍 팀을 꾸려 수영장에 나타났다. 산타팀은 넉넉한 털옷 대신 몸에 달라붙는 레오타드를 입고서 현란한 수중발레를 선보인다. 그리고 물 속에서 밖
으로 나오는 고난도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ALDI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근사한 상품들을 들고 나오며 매우 자랑스럽게 강조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32만 뷰를 기록했다.

ALDI: Synchronised Santas Type: Filmㅣ Agy: BMF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24&source=ppt


Challenge: 코카콜라가 2020년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영상통화가 됐건 간단한 문자메시지
가 됐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서 'Give something only you can give(오직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선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공개된 영상 'Christmas 2020'은 어린 딸을 둔 아빠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떠나는 아빠에게 딸은 가는 길에 부쳐달라며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쥐어준다. 정신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눈에 들어온 딸의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는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전에 산타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일념 하에 그때부터 온갖 산전수전을 겪은 끝에 드디어 산타할아버지 집에 도착한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벌써
크리스마스라 일을 나간 뒤다. 절망하는 아빠에게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트럭이 다가오고, 아빠는 트럭에 몸을 싣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트럭에서 내릴 때 트럭 운전사는 아빠에게 딸의 편지를 쥐어준다. 그토록 몸을 다 바쳐 사수했던 편지를 열어보니 '내 크리스마스 소원은 아빠가 집에
오는 거예요'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가. 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향해 딸과 기쁨의 재회를 하는 아빠의 모습 뒤로 트럭을 운전했던 산타할아버지의 가슴 뿌듯한
미소를 볼 수 있다. 클리셰에서 비롯되는 웃음과 감동까지 모두 선사하는 영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51만 뷰를 기록했다.

Coca-Cola: Christmas 2020 Type: Filmㅣ Agy: Wieden + Kenned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20&source=ppt


Challenge: 감자칩 브랜드 Walkers(워커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정판 과자 'The Power of Sausage Roll'을 출시했다. 특히 Walkers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한정판 과자가 한 개씩 판매될 때마다 5펜스씩을 기아 및 빈곤 대책 NGO 단체 Trussell Trust에 기부한다.

Solution: 과자 이름에서 착안해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닌 'A Sausage CaRoll(소시지 캐롤)'이란 이름으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영국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
너이자 유튜버인 LadBaby가 출연해 The Power of Sausage Roll 과자가 한가득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온동네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캐롤들을 재미나게 개
사한 소시지 캐롤을 불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웃음, 그리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49만 뷰를 기록했다.

Walkers: A Sausage CaRoll Type: Filmㅣ Agy: Elvi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03&source=ppt


Challenge: 애플 홈팟의 미니 버전 홈팟 미니(HomePod Mini)를 출시한 애플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홈팟 미니의 음성비서 기능, 훌륭한 음질과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매출을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래퍼 티에라 왝(Tierra Whack)이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 'The Magic of Mini(미니의 마법)'이 공개됐다. 티에라 왝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영 나질 않
는 길거리에서 에어팟 프로로 자신의 노래 'feel good'을 들으며 쓸쓸히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해 홈팟 미니로 자신의 곡 'Peppers and Onions'을 볼륨을 높
여 듣는 순간, 자신의 미니 버전이 나타나 환상적인 마법의 시간을 함께 만들며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다.

Results: 나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 332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The Magic Of Mini Feat. Tierra Whack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26&source=ppt


Challenge: 미국 캘리포니아 우유 권고 위원회(California Milk Advisory Board)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특별한 우유 프로모션에 나선다.

Solution: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 레스토랑, 레시피 등을 소개하는 월간 잡지 Food & Wine 측에 특별히 잡지명을 Food & Milk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캘리
포니아 사람들에게 우유가 다른 음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음료인지, 특별히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현대식 퓨전 요리들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
음료인지를 어필하는데 Food & Wine만한 매개체가 없을 것 같은 판단에서다. 그리고, Food & Wine사는 그러한 요청을 수락했고, 잡지 커버를 싸는 랩지에
Food & Milk라는 이름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고급 요리와 더불어 우유잔 대신 샷글래스에 담은 우유의 이미지를 실었다.

Got Milk?: Food & Milk Type: Otherㅣ Agy: Goodby Silverstein & Partnersㅣ CD: Sian Cool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76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