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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Klarna는 영국 BNPL(선구매 후결제) 시장 리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브랜드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Klarna가 브랜드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구찌, 보그, 넷플릭스 등과의 컬래버로 잘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아티스트 Ignasi Monreal과 함께 OOH 캠페인을 진행했다. Ignasi Monreal은 미디
어와 온라인을 통해 잘못 투영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총 7점의 대형 벽화를 그렸다. 신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듯한 알쏭달쏭한 그림에는 QR 코
드가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는 myth(신화 또는 근거 없는 믿음) 깨기 챌린지 게임을 즐기게 된다. 게임을 하는 사이
소비자들은 Klarna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다. 참가자 중 우승자에게는 상품이 증정된다

Klarna: Discover The Truth Type: Outdoo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191&source=ppt


Challenge: 아우디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인도에서 여성 운전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모빌리티의 미래는 평등이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DriveTheChange 캠페인을 런칭하며 아우디 인도의 SNS 팔로워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운
전할 때 들어야 하는 지긋지긋한 편견어린 말들을 올려달라고 했다. 100여 개의 응답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후진은 할 수 있냐', '여자는 SUV는 운전 못 한다',
'여자는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여자는 장거리나 오프로드는 운전 못 한다', '여자는 평행주차는 힘들다' 등등이 올라왔다. 이에 아우디는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는 8명의 커리어 우먼을 캠페인 영상에 등장시켜 아우디 SUV 모델을 자신감 있게 운전하면서 도로 위에 적힌 편견어린 말들을 과감히 짓밟고 후진, 평행
주차 등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Results: 3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04만 뷰를 기록했다.

Audi: #DriveTheChange Type: Filmㅣ Agy: BB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12&source=ppt


Challenge: 대마초를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마초의 다양한 질병 치료 효과는 임상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브라질 제약 회사 Ease Labs 역시 실험을 통해 대마초의 효능을 나날이 발견하고 있다.

Solution: 자연에는 과학이 몰랐던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컨셉으로 잎, 꽃, 나무 등 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포스터 이미지로 제작했다. 인간은 감히
만들어내지도 못할 신비한 색깔을 만들며 살아 움직이는 식물 세포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고, 치료제로서의 무한한 과학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든다.

Ease Labs: Plant Cells Type: Printㅣ Agy: McCann Healt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62&source=ppt


Challenge: 구글이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을 맞아 역사적으로 미국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흑인들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함으
로써 흑인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자 한다.

Solution: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년에 걸쳐 미국 문화와 관련돼 가장 많이 검색된 영상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검
색된 탭댄서, 가장 많이 검색된 기타 솔로, 가장 많이 검색된 공연, 가장 많이 검색된 리믹스 곡, 가장 많이 검색된 덩크슛, 가장 많이 검색된 테니스 선수 등등
의 주인공은 모두 미국 흑인들이었다. 구글은 영상, 몰입형 웹사이트 경험, 디지털 OOH, 옥외광고, 인쇄매체 광고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널
리 공유했다.

Results: 동영상 조회수 7,100만 뷰를 기록했고,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99%를 기록했다.

Google:The Most Searched Campaign Type: Outdoorㅣ Agy: Google Brand Studi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43&source=ppt


Challenge: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원전사고로 2만5천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환경과학 기업으로 1996년부터 후쿠시마에
서도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METER는 전문적인 환경기술을 앞세워 동경대 교수, 후쿠시마 농산물 진흥청 등과 손잡고 후쿠시마 쌀농사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Solution: 농민들이 100% 안전한 쌀을 다시 한번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사능 오염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후쿠시마현의
쌀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Made in Fukushima)'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
하지 못한다. 여전히 후쿠시마산 상품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METER는 복잡한 과학적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로
하고 'Made in Fukushima(메이드 인 후쿠시마)'란 제목의 책을 제작했다. 메이드 인 후쿠시마는 오염물질이 제거된 후쿠시마현 논에서 생산된 볏짚으로 만든
책이다. 수확, 건조, 세정 과정을 거친 볏짚을 절단해 종이로 만든 것. 책에는 사진, 인터뷰, 보고서, 배경 정보, 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리소스들이 담
겨져 있어서 소비자가 후쿠시마에 적용된 오염 제거 기술에 대해 알고 후쿠시마산 쌀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Results: 후쿠시마산 쌀의 판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Meter Group: Made In Fukushima
Type: Otherㅣ Agy: Serviceplanㅣ CD: Franz Röppischer, Lorenz 

Langgartn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00&source=ppt


Challenge: 이케아는 몇 년 안 쓰고 버리는 가구라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최근 이케아는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갈수록 개인의 진정한 웰빙과 지구 환경을 생각해 집안 물건을
되도록 비우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는 이케아가 최근 캐나다에서 시작한 '순환적 되팔기(circular sell-back)' 프로그램이 추구
하는 면과도 일맥상통한다. 순환적 되팔기란, 사용했던 이케아 상품 중에 상태가 양호한 것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번 캠페인 영
상 'Stuff Monster'는 온갖 집안 살림 잡동사니로 이뤄진 거대한 괴물이 동네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뭔가를 파괴하러 온 듯한 모습이지만, 실은 오히려
자신의 몸에 붙은 사용했던 가구나 소품들을 필요한 이웃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몬스터다. 이케아는 본 캠페인을 통해 2030년까지 이케아의 모든 상품을
수리, 재활용, 재사용 등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하여 상품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Results: 동영상 조회수 14,143만 뷰를 기록했다.

IKEA: Stuff Monster Type: Filmㅣ Agy: Rethinkㅣ CD: Mark Ziber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57&source=ppt


Challenge: 팬틴이 Pantene Biology 샴푸 흰머리, 새치머리용을 홍보하며, 흰머리를 자연스러운 헤어컬러로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PowerofGrey' 캠페인 영상에는 남들보다 일찌감치 흰머리가 생긴 여성들이 등장해 염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포용하고 사랑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흰머리는 늙어보인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 등등의 뿌리깊은 부정적 인식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임을 일깨운다. 한편, 런
던 중심가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팬틴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숨긴 채 흰머리의 모델들의 이미지와 흰머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텍스트로 보여줬다. 옥외광고
가 설치된 다음 날에는 브랜드 이름을 공개하며 'We say different(우리의 주장은 다르다)'라는 카피로 흰머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팬틴의 취
지를 밝혔다. SNS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그대로의 흰머리를 받아들이게 된 사연을 공개하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갔다.

Results: 영국 여성의 4 분의 1은 백발에 대해 자연스럽고(30 %) 진정성있는 느낌(11 %)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Pantene: Pantene Pro-V #PowerofGrey Interviews Type: Filmㅣ Agy: Grey Lond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11&source=ppt


Challenge: 중국의 감기약 브랜드 999 Cold Remedy는 1991년 첫 출시된 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지만 리브랜딩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기성 세대가 찾는 감기
약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중국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내복바지나 몸빼바지를 입는다. 그렇지만 젊은 중국인들은 이런 보온바지들을 촌스럽게 여기고 입으려 하지 않는다. 마
치 999 Cold Remedy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인식과도 같다. 그런데 내복을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여기에 착안해 젊은 세대에 어필할 만한 겨울용
레깅스를 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타일리시한 얇은 레깅스 같아 보이지만 안은 보온처리 돼 있어 감기와 독감 예방에 효과적이다. 취향을 고려한 총 네
가지 디자인이 선택의 폭을 넓혔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 4억3천만, 언론홍보효과 800만 위안, 동영상 조회수 2,150만 등을 기록했고, 매출이 32% 상승했다.

999 Cold Remedy: 999 Warm-Hearted Leggings Type: Otherㅣ Agy: Serviceplanㅣ CD: Ballball Wo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73&source=ppt


Challenge: 두바이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가생활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출퇴근 하는 이주노동
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한다. 법적으로 야간에 자전거 이용 시 헬멧과 형광조끼 착용이 의무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두바이의 자전
거 판매점 Chaircycles는 자전거타기를 통한 건강 개선을 슬로건 하에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자전거타기를 위해 대중들의 인식 제고와 후원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저마다 멀리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Chaircycles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거 타이어를 제
작했다. 몇몇 이주노동자들의 사연을 맞춤형 자전거 타이어에 새겨넣어 자전거가 해변가나 공사장 주변 등을 지나갈 때 그 사연이 모래 위에 드러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다. 사연 외에도 캠페인 웹사이트가 안내돼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헬멧과 형광조끼를 선물할 수 있다.

Charicycles: Stories In The Sand Type: Outdoorㅣ Agy: Wundermanㅣ CD: Hassan Bilgram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48&source=ppt


Challenge: 미국 다운증후군학회(NDSS)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다운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후원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SNS를 통해 공개될 캠페인 영상에서는 어느 의사가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에게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제약을 설명한다. 결혼, 사업, 운동, 직
업, 학업, 수명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고 잘 해보려는 부분에 있어서 다운증후군에 걸렸으니까 제한될 거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의사가 말할 때마다 보
란듯이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실제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등장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NDSS는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 외에도 다
운증후군 환자들이 고유의 삶의 영역을 용감하게 구축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실로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다.

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40 Years 
- No Limitations

Type: Otehrㅣ Agy: Saatchi & Saatchiㅣ CD: Daniel Lobató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9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