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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흥미, 기대감 유발 캠페인



Challenge: 액티비전의 신작 게임 '콜오브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스웨덴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관심과 흥미를 극대화할 캠페
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신작 게임의 배경은 냉전시대다. 냉전시대에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했다. 요즘 시대에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착안해 콜오브듀티
팬들로서 스웨덴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냉전시대식 취조실에 불렀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익숙한 Q&A를 진행했다. 사실 Q&A를 가장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취조에 가깝지만, 질문들이 아주 신선하고 직설적이다. 자신의 인기를 이용한 적이 있나?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적이 있나? 정말 짜증나는 친구가 있나? 등등의 질문들은 사실은 이들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이 작성해 올린 것들이다. 질문에 대한 거
짓말탐지기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재미난 영상의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이 등장했고, 인플루언서들 모두 '예스'라고 답
한다.

Results: 2주 만에 857만 회의 노출횟수를 기록하며 전작 캠페인보다 134%나 오른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영상 조회수 40만과 댓글, 좋아요, 공유 등이
14,500건을 기록했다

Activision: Moment Of Truth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tendahlsㅣ CD: Alexander Skoglu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71&source=ppt


Challenge: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들의 독창성과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은 'In 1969, America lands the first man on the moon(1969년,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다)'란 텍스트로 시작한다. 그런데
곧바로 'In 1969, America watches as the USSR lands the first man on the moon(1969년, 미국은 소련이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란 말로 단어 몇 개를 바꾸자 애플 TV+의 오리지널 드라마인 'For All Mankind' 영상이 등장한다. 그 다음도 'A nanny is hired to watch a baby for a
young couple(젊은 부부가 아기를 돌볼 유모를 고용했다)'란 글이 몇 글자 바뀌자 'A nanny is hired to watch a baby doll for a young couple(젊은 부부가 아
기 인형을 돌볼 유모를 고용했다)'가 되면서 애플 TV+ 오리지널 드라마 'Servant'의 화면이 등장해 온화했던 분위기가 스릴러로 급전환된다. 뒤이어 'The
Morning Show, 'Ted Lasso', 'Defending Jacob', 'Greyhound' 등 다른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들도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며 각 시리즈에 대한 관심과 흥미
를 일으킨다. 평범한 소재를 비범하게 만드는 창작력의 힘을 잘 나타낸 영상이다.

Results: 3주 간 유튜브 조회수 1,214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TV+: An Apple Original Type: Filmㅣ Agy: TBW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74&source=ppt


Challenge: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여행이 불가능한 코로나 시대를 위로하고, 머지않아 Expedia를 통해 다시 한번 떠나게 될 여행을 기대하게 만들 브랜
드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코로나 시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행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주는 TVC 영상 'Stop Motion. Start
Traveling'이 공개됐다. 실제 커플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있으면서 온갖 집안 물건들을 이용해 세계 여행을 떠나는 상황극을 펼치는 모습을 스톱모션 영상
으로 담았다. 커플이 커피 테이블과 머그컵으로 컨버터블 자동차를 만들고 침대시트와 담요로 산등성이와 수영장을 만들어 여행 놀이를 하는 모습이 창의적이
고 재미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행 하는 척일 뿐이다. 여행은 떠나야 한다. 영상의 제목이 스톱모션 영상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Stop Motion. Start
Traveling(동작은 그만 하고, 여행을 시작하라)'인 까닭이다. 그래서 영상은 현재 누구나 바라는 상황, 즉 진짜로 여행을 예약한 뒤 짐을 싸서 집 밖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며, 앞으로 여행이 가능해질 때 반드시 익스피디아를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836만 뷰를 기록했다.

Expedia: Expedia-Stop Motion. Start Traveling.
Type: Filmㅣ Agy: Team On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95&source=ppt


Challenge: NFL 경기의 재개를 축하하며 미국 전역의 최고의 미식축구 팬들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집에서도 스타디움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Made
for Football Watching' 캠페인을 진행 중인 펩시가 NFL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킬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Every Game is a Home Game'이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약 4분에 걸쳐 영상은 피츠버그 스틸러스(Pittsburgh Steelers) 팀의 충성스런
팬인 팀 도허티, 팻 도허티 부자의 피츠버그 스틸러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아버지 팀은 60년대 후반에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피츠버그 스틸
러스 홈구장에 처음 경기를 처음 보러 간 후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시즌 티켓을 끊어 관람을 해왔다. 아들인 팻 역시 아버지를 따라 근 20년을 아버지와 함
께 스틸러스 경기를 보러 다녔다. 가족의 모든 소중한 기억은 피츠버그 스틸러스 경기와 관련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코로나19 이후 부자는 스타디
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NFL 팬들에게 경기장은 집이다. 그런데 그런 집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상에서 펩
시는 관중석 두 자리를 떼어 피츠버그 스틸러스 선수 라이언 섀이지어와 함께 도허티 부자의 집을 찾았다. 당분간은 두 부자가 집에서 노란 관중석에 앉아 TV
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펩시는 SNS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NFL 굿즈 공식사이트 구매권, 스피커, 프로젝터, 주차장 담요, 쿨러 등
이 포함된 상자를 선물하고, 다양한 SNS 필터들도 제공할 예정이다

Pepsi: Every Game Is A Home Game Type: Filmㅣ Agy: VaynerMediaㅣ CD: Todd Bradley, Harrison Barr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34&source=ppt


Challenge: 온라인 데이팅 앱 OkCupid가 미대선을 앞두고 싱글들을 대상으로 투표 행사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외모와 성격, 직업 등 모두가 완벽하기 이를 데 없는데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섹시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
의 재미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실제로 OkCupid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OkCupid 앱에서 이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확률이
85%가 높고, 커플로 성사되는 경우도 63%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OkCupid는 유저들 중에 투표자에게 VILF라는 외설적이지만 분명히 이성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칭찬 배지를 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로 했다. VILF는 'Virgin, I'd Like to F*uck'의 줄임말인데 OkCupid는 이번에 V를 Voter(투표자)로 바
꿨다.

Results: 12만5천 명 이상이 자신의 데이팅 프로필에 VILF 배지를 받았다. 캠페인 영상의 경우, 2주간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했다.

OkCupid: Be A #VILF Type: Promotion&Eventㅣ Agy: Mischief @ No Fixed Addres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17&source=ppt


Challenge: 연말에 출시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 고조를 위해 얼마 전, 글로벌 캠페인 'Play Has No Limits'를 런칭한 소니가 이번에는
캠페인 타이틀을 시각화할 수 있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The Edge'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모험의 세계로 게이머들을 안내하는 영상은 바다와 우주, 시간과 공간의 경계
를 초월하는 스펙타클한 비주얼을 통해 평범함을 거부하고 플레이의 경계를 허물어나가겠다는 플레이스테이션의 포부를 보여준다.

Results: 6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기록했다.

PlayStation: The Edge - Play Has No Limits Type: Filmㅣ Agy: DD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55&source=ppt


Challenge: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9월 4일에 플레이스테이션 4, Xbox One, PC, 스타디아를 통해 런칭하는 게임 마블 어벤져스의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ime to Assemble', 다시 말해 어벤져스가 다시 뭉칠 시간이 왔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자가격리가 길어져 답답하고 지루한 이 시기에
마블 어벤져스 게임이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듬직한 히어로들이 뭉치는 캠페인 영상만 봐도 기대감이 폭발한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28만을 기록했다.

Marvel’s Avengers: Time To Assemble Type: Filmㅣ Agy: BB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33&source=ppt


Challenge: 신작 RPG 게임 '모탈 쉘(Mortal Shell)'의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모탈 쉘은 플레이어가 이미 죽은 망자를 플레이하게 되고, 망자는 또 다른 영혼 속으로 들어가 이미 죽은 기사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소울라
이크 게임이다. 기사는 오직 껍데기일 뿐이라는 뜻에서 죽은 기사들을 쉘(shell)이라고 부르는데, 영상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쉘이 탄생하는 모습이 소울류
게임의 다크한 분위기와 실감나는 그래픽으로 펼쳐진다.

Results: 4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43만을 기록했다.

Mortal Shell: Birth Of Solomon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37&source=ppt


Challenge: 영국 도박회사 Betfred가 새로운 숫자 게임 'The Nifty Fifty'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30초 분량의 TVC 영상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열정의 록큰롤(Great Balls of Fire)'를 각색했다. 1950년대 화려한 댄스홀에서 'Nifty'라는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숫자볼 모양을 한 밴드 리드 싱어의 신나는 록큰롤 노래에 맞춰 사람들이 신나는 자이브 댄스를 춘다. CGI로 처리된 Nifty의 얼굴이지만
노래에 맞춰 완벽하게 립싱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신나는 분위기로 새로 출시된 게임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유발한 영상이다.

Results: 6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했다.

Betfred: Nifty Fifty Type: Filmㅣ Agy: Zu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99&source=ppt


Challenge: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해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보내올 미항공우주국(NASA) 화성 탐사로봇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에 대한 미
국인과 전세계인의 관심과 기대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NASA 프로젝트 최초 흑인 여성 천재들의 감동실화를 그린 영화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 옥타비아 스펜서가 내래이션을 맡은 캠페인 영상 'We
Persevere'가 공개됐다. 숱한 도전과 실패, 성공을 거듭한 끝에 NASA는 '퍼시비어런스' 프로젝트까지 오게 됐고, 이제껏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끈기를 갖고 도전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영상이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45만 뷰를 기록했다.

NASA: We Persever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4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