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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러시아 스트리밍 서비스 Amediateka가 왕좌의 게임 최종 시즌 방송을 앞두고 홍보를 위한 OOH 캠페인을 기획한다.

Solution: 왕좌의 게임 팬들 사이에서 최종 시즌의 결말을 두고 온갖 추측이 돌고 있다. 결말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 시즌들과 마찬가
지로 많은 캐릭터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착안해 Amediatek이 러시아의 대형 와인창고를 지하감옥으로 변신시켜 왕좌의 게임 팬들
이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 지하공간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면의 방(Hall of Faces)과 지하감옥, 지하 강, 60개의 묘석,
살짝 열려 있는 존 스노우의 묘지가 갖춰져 있다. 팬들은 이 곳에서 이전 시즌들에서 이미 죽은 캐릭터들을 기억하고 죽음과 관련된 상황들을 회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전시물에는 QR 코드가 있어서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지하공간의 가상 버전을 방문하고, 시리즈에 등장했던 죽음 장면들
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파이널 시즌 1화 상영회가 이번 캠페인 공간에서 열린다.

Results: 유명 아티스트, 정치인, 기자, 기업인, 블로거들 등 800명 이상이 1화 상영회에 참석하면서 캠페인 소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 소개됐다.

Amediateka: Game Of Thrones Crypt Type: Outdoorㅣ Agy: BBDO (Russia)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57&source=ppt


Challenge: 콘텐츠 유통 플랫폼 Tencent Video(텐센트 비디오)에서 공개될 'The Founder of Diabolism'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해야
한다.

Solution: 디지털 옥외광고대를 활용해 상하이 지하철역의 통로를 만화 세상으로 변신시킨 DOOH 캠페인을 진행했다. 통로를 따라 78개의 전통 등을 매달고,
363제곱미터 면적의 바닥에는 나무 느낌의 스티커를 깔아 영화의 배경이 되는 옛시대 분위기를 낸 가운데, 양 옆으로 펼쳐진 총 46미터 길이의
벽에는 영화 트레일러를 투사함으로써 행인들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했다.

Results: 신작 홍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Tencent Video: Tencent Video Turns Shanghai Metro Into A Comic World 
Type: Outdoorㅣ Agy: JCDecaux (China)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28&source=ppt


Challenge: 오레오가 곧 새 시즌으로 돌아올 HBO의 '왕좌의 게임'과 손잡고 크로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olution: 오레오가 왕좌의 게임 최종 시즌에 경의를 표하는 한정판 오레오 쿠키를 런칭했다. 한정판 오레오에는 철왕좌를 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세 가문
과 화이트워커를 상징하는 고유의 인장이 새겨져 있다. 시즌이 방영되는 동안 팬들은 오레오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방문해 세 가문 또는 나이
트 킹에 대한 충성서약을 할 수 있다. 당첨된 팬들에게는 특별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이 가장 눈에 띈다. 2,750여개의 오레
오로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땅, 요새, 탑 등을 나타내고, 하얀색 오레오 크림으로 호수와 강을 표현한 애니메이션 영상이다.

Oreo: Oreo x Game Of Thrones Title Sequence Type: Otherㅣ Agy: 360i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72&source=ppt


Challenge: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용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 게임 출시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은 제다이 사이드의 남자와 다크 사이드의 여자가 어린시절부터 이웃에 살게 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려서부터 서로 다른 포스로 경쟁 구도를 쌓으며 장난처럼 시작된 배틀은 나이가 들면서 그 스케일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진화
한다(아울러 서로에 대한 묘한 끌림 또한 커져간다).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던 남자에게 여자는 실물 크기의 AT-AT를 몰고 아파트 건물
로 돌진해 총격을 가하고, 이렇게 시작된 배틀은 눈덮인 스타킬러 베이스(Starkiller Base)로 장소를 옮겨 본격화된다. 스타워즈 팬들이라면 흥미롭
게 감상할 이 영상은 스타워즈의 문화적 의미와 전세계적 팬덤을 기념하고 있다.

Results: 30일간 노출 횟수 17억 이상을 기록했다.

PlayStation: Rivalry Type: Otherㅣ Agy: Bartle Bogle Hegarty (United Stated) l CD: Alex Booker, Philip Sickling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36&source=ppt


Challenge: 호주의 신생 와인 브랜드 19 Crimes는 이미 포화상태인 와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만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9 Crimes는 별나게도 19세기에 호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된 영국 죄수들의 머그샷을 라벨로 한 와인 브랜드다. 라벨에 등장하는 과거의 죄인들
은 영국에서 정한 19개 죄목(19 Crimes)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호주로 추방된 인물들이다. 19 Crimes는 소비자들이 와인병에 있는 머그
샷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19 Crimes 앱을 런칭했다. 핸드폰을 머그샷 앞에
갖다 대면 머그샷의 주인공들이 가상으로 살아나 각자 과거에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흥미로운 사연들을 들려준다. 이번 앱은 매장 내 시음회와
더불어 런칭됐다.

Results: SNS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캠페인 노출 횟수가 1억5천3백만 회를 기록하게 됐다. 앱 다운로드 횟수 120만, SNS 인게이지먼트율 412% 증가 등
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101% 신장했다.

Treasury Wine Estates19 Crimes Confessing Labels 

Type: Otherㅣ Agy: WPP (United States) l CD: Chelsea Nobb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81&source=ppt


Challenge: HBO의 SF 스릴러 서부극 '웨스트월드(Westworld)' 시즌2가 종영을 앞두고 드라마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마지막회는 물론, 다음 시
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한다.

Solution: SF라는 장르에 걸맞게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를 활용한 음성 게임을 런칭했다. 'The Maze'라는 제목의 게임은 사용자가 아마존 에
코에게 'Alexa, open Westworld'라고 명령하면, 웨스트월드를 테마로 한 게임의 세계로 입장하게 된다. 총 60개가 넘는 재미난 스토리라인이 제공
되고, 유저는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따라가며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선택 가능한 개수는 400개나 된다. 게임 방식은 수수께끼를
맞춰가며 미로(maze)의 가운데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2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두 정답을 맞출
때의 얘기다. 드라마 제작진이 직접 각본을 담당했고, 출연진들이 게임 성우로 출연해 흥미진진함을 더했다.

Results: 런칭 첫 주에 1만 명 이상이 게임을 즐겼고, 5천만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거뒀다.

HBO: The Maze Type: Otherㅣ Agy: Dentsu (United States) l CD: Andrew Hunter, Doug Murra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51&source=ppt


Challenge: 덴마크 택시회사 Dantaxi는 시장 경쟁 심화로 기억에 강렬하게 남고 한마디로 튀는 브랜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시에 거주중인
젊은 소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총 세 편으로 구성된 캠페인 영상은 요즘 소위 말하는 병맛이라고 해야겠다. 남산만한 배를 드러내고 소파에 누워 스낵을 먹는 남자가 한껏 여유로
운 표정으로 과자 몇 개는 배꼽에 넣고 장난을 친다. 진자에 매달려 움직이는 메탈 볼로 젖꼭지를 마사지하는 남자, 엎드려누워 생소고기로 마사
지를 받는 여자도 있다. 배경에는 여유로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색소폰 연주까지 진행된다. 요즘같이 눈코틀새 없이 바쁘고 여유 없는 세상
에 이 장난 아닌 잉어력은 대체 어디서 비롯됐는가. 바로 Moove 택시 앱이다.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리 목적지까지의 택시비를 확
인할 수 있어 택시 안에서 미터기를 수시로 확인하며 택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영상들이 타깃 오디언스의 취
향을 저격할 수 있을 것이다.

Moove: Belly Snack Type: Otherㅣ Agy: DDB (Denmark) l CD: Thomas Fabriciu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25&source=ppt


Challenge: 공포영화 '링 2017'의 멕시코 개봉에 맞춰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영화관 Cinépolis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했다. 영화관에 죽음의 우물이 설치됐다. 링의 주인공 사마라와 관련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에 들어가면
VR로 영화에서와 같이 7일간의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VR 영상이 '보기만 해도 죽을지도 모른다'는데..과연 극장을 찾은 관객들 중 누가 감당할
만한 담력을 갖고 우물 속에 발길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인가. VR 체험을 한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극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바이럴 영
상들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이들도 마치 자신이 우물 속에 들어간 듯한 극한의 공포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
로 현실과 공간을 뛰어넘는 주인공 사마라의 심령술이다.

Paramount: The Well Of Death Type: Onlineㅣ Agy: Archer Troy (Mexico)
l CD: Miguel Arciniega, Miguel Suárez, José Hernánd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59&source=ppt


Challenge: 공포영화 '링 2017'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영화 링에서 가장 무섭고 유명한 장면이 있다. 귀신이 TV에서 기어나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실제 재현해 보기로 했다. 어느 TV 매장에 몰래카메
라를 설치했고, TV가 걸려 있는 벽면 뒤로는 주인공 귀신 사마라로 분장한 배우가 숨어 있다.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TV 화질에 대한 직원의 설명
을 듣고 있을 때 별안간 TV 모니터에서 사마라가 기어나왔다. 순간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손님들의 리액션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
겼고, 리액션 비디오는 영화 개봉 2주 전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팅됐다.

Results: 3억 이상의 뷰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본 페이스북 영상의 기록을 세웠다. 미국 주요 TV 방송사에도 소개돼, 미국에서만 2천 명이 시청했고, 전세계 미
디어에도 소개됐다.

Paramount: TV Store Prank Type: Otherㅣ Agy: Thinkmodo (United States) l CD: F. Javier Gutierr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58&source=ppt


Challenge: 광고 에이전시 Leo Burnett Chicago가 GM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뷰익(Buick)의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될 그래픽 스탠다드를 제안하고자 한
다. 기존 뷰익 광고 및 마케팅 자료들을 보면 타이포그래피과 그래픽에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에 리테일, 온라인, 인쇄매체, TV 광고, 웹사이트,
브로셔, 카탈로그, DM 등 모든 소비자 터치 포인트에 일관적으로 적용돼 브랜드 인지도와 회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스타일을 도입하려고
한다. 문제는, 광고주가 그래픽 스타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Solution: 그래픽 스탠다드 제안서 표지에 일부러 철자가 틀린 글자를 넣었다. 이것을 제대로 캐치한 사람들은 책자의 내용을 보면서 철자만큼이나 타이포그
래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에이전시 특유의 유머가 녹아들어간 설명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The Buick Style Guide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 책자는 럭셔리 스파의 메뉴에서 볼 수 있음직한 모던함과 고급스러운 색상,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해 뷰익의 그래픽 스탠다드를 제안했다.

Results: 뷰익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이 더욱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었다.

Buick: Style Guide Type: Design&Brandingㅣ Agy: Leo Burnett Chicago (United States) l CD: Dave Loew, Jon Wyvill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763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