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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메시지를 이용한 캠페인



Challenge: GPS 내비게이션 앱 Waze가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여름철에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비게이션 앱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딸기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딸기들이 결국 향하는 곳은 맛있는 딸기잼이다. Waze는 올 여름 유일하게
허락되는 유쾌한 jam(잼)은 traffic jam(교통체증)이 아니라 strawberry jam(딸기잼)이라며 여름철 교통체증을 이기는 방법은 Waze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귀여
운 언어유희가 돋보인 캠페인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4만 뷰를 기록했다.

Waze: Traffic Jam Type: Filmㅣ Agy: Othe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87&source=ppt


Challenge: 람보르기니가 브랜드의 상징적인 V12 슈퍼 스포츠카이자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내연 기관 생산 모델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 780-4 얼티마'
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LP 780-4 얼티마의 세련된 우아함과 역동성을 모두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행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명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더
해져 명작이 됐을 때 영원한 명작이 된다는 메시지를 인상 깊은 내래이션과 함께 전하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4만 뷰를 기록했다.

Lamborghini: Timeless Type: Filmㅣ Agy: DD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01&source=ppt


Challenge: 팬데믹으로 집안에 갇혀 모든 면에서 점점 수동적이 돼가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감을 느끼는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이동통신사 Globe
Telecommunications가 삶의 주권을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K-pop 그룹 블랙핑크와 'Reinvent Your World' 캠페인을 런칭했다. Globe는 K-pop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팝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필리핀 젊은이들
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블랙핑크야말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뮤직비디오 형식의 캠페인 영상에서 블랙핑크는 자신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통신 기술의 역할에 대해 노래하고 춤춘다.

Results: 5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 1,071만 뷰를 기록했다.

Globe: Reinvent Your World Type: Filmㅣ Agy: Publicis Groupeㅣ CD: Bianca Fernand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12&source=ppt


Challenge: 스웨덴의 DIY 용품 판매점 Jula가 DIY로 꿈꾸던 집을 실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나이가 꽤 지긋한 할아버지가 집에서 반팔 차림에 목공 전기 대패를 이용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야밤에 장작불을 켜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근육을 드러내고 대패질을 하는 남편을 본 할머니는 그 매력에 푹 빠져 그만 들고 있던 페인트통을 떨어트리고 곧장 할아버지에게로 달려든다...
는 Jula에서 목공 전기 대패를 장바구니에 담은 할아버지의 달콤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Jula에서 산 제품을 가지고 집에 가면 꿈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
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1만 뷰를 기록했다.

Jula: Hom Made Love Type: Filmㅣ Agy: Garberg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38&source=ppt


Challenge: 게임회사 베데스다를 인수한 엑스박스가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베데스다의 다양한 게임 타이틀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공개된 캠페인 영상에는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베데스다의 게임들 'Fallout', 'Doom', 'The Elders Scrolls', 'Wolfenstein', 'Dishonored' 등 다양한 게임
시리즈들이 연속으로 등장한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인기 있는 19가지 베데스다 게임들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즐길 수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5만 뷰를 기록했다.

Bethesda, Xbox: Bethesda Joins The Xbox Family Type: Otherㅣ Agy: gne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81&source=ppt


Challenge: 초콜릿 브랜드 M&M'S가 슈퍼볼 TVC 캠페인을 제작한다.

Solution: 비행기 앞좌석을 세게 차는 바람에 앞좌석 사람이 커피를 왕창 쏟자 뒷사람이 '일부러 세게 차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으로 M&M'S를 건넨다. 맨스
플레인(흔히 남자가 여자에게, 설명을 듣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해서 미안하다며 남자가 여자에게
M&M'S를 건네면서 이번에는 맨스플레인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 이름을 캐런이라고 불러서 미안하다며 M&M'S를 건네는데 상대방 이름은 캐런이 맞
았다. 또, 맨날 M&M'S를 맛나게도 먹어치우는 남자가 M&M'S 초콜릿들에게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사과하는데 그의 차에는 또 다른
M&M'S 초콜릿이 납치되어 있다.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 관대히 넘어가줄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럴 때 M&M'S를 이용하라는 귀여
운 메시지를 전한 캠페인이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38만 뷰를 기록했다.

M&M'S: Come Together 
Type: Filmㅣ Agy: BBDO New Yorkㅣ CD: Jessica Rello, 

Jenn Tranbarger, Matt Vescov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24&source=ppt


Challenge: 사람들은 1월을 일 년 중 가장 긴 달이라고 생각한다. 네 달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길고, 새해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달이라며
힘들어한다. 광고 및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umtree가 1월을 힘겨워하는 소비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줄 방법으로 Gumtree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Solution: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길게 느껴지는 1월이다.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1월임에도 불구하고 월급날 전에 슈퍼마켓
에서 무려 사과를 사먹는 사람, 사무실에서 남들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할 때 럭셔리하게 스시 도시락을 시켜먹는 사람,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외치는 호기
로운 사람들을 보여주며, Gumtree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여유분의 현금을 확보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했다.

Gumtree: Welcome To The Gumtree GoodLife Type: Filmㅣ Agy: Retroviralㅣ CD: Duncan Blackhurs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13&source=ppt


Challenge: 엔씨소프트가 북미에서 신개념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퓨저(Fuser)'를 출시했다. 플레이어들이 직접 DJ가 되어 무대를 커스터마이즈하고, 다양한 장
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100여 곡을 믹싱하면서 체험적 요소와 게임의 재미를 모두 맛볼 수 있는 퓨저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대단한 장비 하나 없이도 '누구라도' DJ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Unexpected DJ(예상치 못했던 DJ)'라는 타이틀의 영상을 공
개하며 정말로 DJ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스타를 소개한다. 바로 추억의 TV 시리즈 '전격 Z작전'의 주인공 데이빗 핫셀호프다. 나이 70을 앞둔 그가 퓨저
하나로 DJ로 변신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DJ가 된 건 그뿐만 아니다. 헤어 디자이너이자 셀럽인 조나단 반 네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김
등 DJ를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지 않았던 여러 셀럽들이 자신의 DJ 아이디를 소개하며 등장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4만 뷰를 기록했다

Fuser: Unexpected DJ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Goodby Silverstein & Partner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19&source=ppt


Challenge: 무설탕 마운틴듀 제로 슈가(MTN Dew Zero Sugar)를 출시한 마운틴듀가 2020 슈퍼볼을 위한 TVC 영상을 제작한다. 제로 슈가 제품이라고 하면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오리지널 마운틴듀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맛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고자 한다..

Solution: 오리지널만큼 좋은, 아니 그보다 더 나은(As good as the original, maybe even better)라는 카피와 함께 유명한 스릴러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을 제
작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샤이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Here's Johnny(잭 니콜슨이 도끼로 화장실 문을 부수고 그 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조니가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패러디해 공포에 비명을 지르던 여자가 목이 마르다며 마운틴듀 제로 슈가를 마시는 것으로 바꿔 웃음을 선사한다. 마운틴듀는 젊
은 소비자들을 고려해 이 장면을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76만 회를 기록했다.

Mtn Dew: As Good As The Original, 
Maybe Even Better

Type: Filmㅣ Agy: TBWA Chiat Dayㅣ CD: Tom Kunt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23&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은 지나친 관료체제로 전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개업하기까지 캐나다에서는 이틀이 소요되고 멕시코가 8일인데
반해 브라질은 최대 80일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연중 평균 85일을 관료주의적 절차로 잃어버린다.

Solution: 기업활동 지원 단체 Endeavor Brazil이 관료주의가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로의
'STOP' 교통표지판을 활용했다. STOP이라는 글자에 적용된 글자체로 '관료주의가 나라의 발전을 멈추게 한다(STOP)'라는 표어를 만들어 웹사이트, 옥외광고대,
디지털 미디어 등에 일제히 게재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이 글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페이스북의 기업 페이지에 헤더 이미지로 사용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에 설치된 'STOP' 표지판을 잘라 캠페인 표어를 만들어 본래 STOP 표지판이 있는 자리에 함께 설치해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Endeavor: The Bureaucracy Typeface Type: Outdoorㅣ Agy: Tech and Soulㅣ CD: Flávio Waite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259&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