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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리투아니아의 독립서점 'Eureka!'는 세심하게 선별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직원들 자체가 열렬한 독자들이고, 주인은 책 추천에 일가견이 있
다. 세련된 취향을 가진 Eureka!는 작가, 철학가, 아트 큐레이터, 광고 전문가, 영화 감독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최근 봉쇄령 이후 재
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폐업 위기해 처한 상황이다. 이에 아직 Eureka!를 모르는 대중들을 중심으로 새 독자들을 찾을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
다.

Solution: 한동안은 여행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저 달콤한 상상으로만 여행을 꿈꾸고 있다. 여기에서 착안해 Eureka!는 책의 도움을 받아 '꿈
의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관광객이 아닌 여행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6개 여행지, 즉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남미, 일본, 우주를 테마로 한 빈티지하면서
도 위트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에 각각에 맞는 도서를 추천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해당 지역을 직접 체험해본 사람들이 Eureka! 커뮤니티와 함께 이번 캠페
인에 동참해 각 지역에 대한 통찰력 있는 피드백을 홈페이지에서 나눴다. 이들의 의견은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Eureka!: Travel While Reading Type: Printㅣ Agy: New!ㅣ CD: Aistė Jūrė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22&source=ppt


Challenge: 위스키 브랜드 잭 다니엘스가 코로나19로 여름철 뮤직 페스티벌 시즌에도 무대에 오를 기회를 박탈당한 신인 아티스트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8월 14, 15일 양일간 가상 뮤직 페스티벌 'Crash the Couch'를 주최한다. 유튜브로 무료 생중계되는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모바일 단말과 컴퓨터에
서 스트리밍으로 제공된다. 코로나19로 라이브 무대와 여름철 뮤직 페스티벌에 설 자리를 잃은 신진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미게 되며,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
는 잭 다니엘스 칵테일 시연이 제공되고 맞춤 제작 굿즈 판매 등도 진행된다. 잭 다니엘스는 모금 활동도 진행해 뮤지션 돕기 펀드에 기부할 예정이다.

Jack Daniel's: Crash The Couch
Type: Onlineㅣ Agy: Energy BBDOㅣ CD: Jordan Sparrow, 

Ricky Johan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46&source=ppt


Challenge: 아트, 음악, 스케이트보딩, 서핑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과 진정성, 창의성에 영감을 불어넣는 캠페인 'This Is Off The Wall'을 진행하고 있는 패
션 브랜드 반스(Vans)가 스케이트보딩과 관련하여 This Is Off The Wall 캠페인의 새로운 챕터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틈새 스케이트 신(scene)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주류 스케이트 잡지나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는 스케이터들을 대변하기 위해 Skate Witches(스케
이트 위치스)라는 진(zine)을 제작해 스케이터와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 그리고 포토그래퍼들을 조명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스케이트보딩과 아트, 유머,
그리고 DIY 정신이 혼합된 독특한 방식으로 스케이터들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는 장이다. 스케이트 위치스의 탄생에 열광하고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는
스케이터들을 캠페인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Results: 6일간 유튜브 조회수 51만을 기록했다.

Vans: This Is Off The Wall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77&source=ppt


Challenge: 자가격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창작활동을 즐기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맥주 브랜드 Pabst Blue Ribbon이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그래픽 디자인에서 베이킹, 해석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12명의 크리에이터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는 Pabst Blue Ribbon의 CM송 가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콘텐츠 제작을 요청했다. 결과물들이 캠페인 영상들로 공개됐다. Pabst Blue Ribbon은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12개월간 총 1천 명의 크리에
이터들과 손잡고 비슷한 작업들을 해나갈 예정이다. 바텐더,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댄서, 가수, 감독 등에게 전문성을 살린 콘텐츠 제작을 맡겨 코로나19 시대
에 창작자들에게 활력을 실어넣어줄 계획이다.

Pabst Blue Ribbon: Grabst A Pabst! Type: Filmㅣ Agy: 72andSunn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12&source=ppt


Challenge: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기업 Patronas가 코로나19로 인해 대표 명절인 하리라야를 제대로 가족친지들이 모인 가운에 보낼 수 없게 된 말레이시아인
들을 위로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어려운 시기에 친절과 격려란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말레이시아 전통 마을인 캄풍에 마주 보고 있는 자그마한 두 집
사이에는 수 년째 하리라야 때만 되면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여자의 집은 명절만 되면 친지들이 몰려와 왁자지껄하고 명절다운 분위
기를 만들어내는데 혼자 딸을 키우는 맞은편 집 남자는 그게 영 못마땅해 매해 꼭 설탕을 빌려달라는 여자에게 타박을 놓는다. 하지만 2020년이 됐고, 여자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이지만 두 집의 딸과 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예년과 달리 쥐죽은 듯 조용한
명절 풍경에 못내 마음이 쓰였던 남자는 설탕을 들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65만을 기록했다.

Petronas: Antara Dua Jendela Type: Filmㅣ Agy: Ensembl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72&source=ppt


Challenge: 라마단을 맞아 인도의 과자 브랜드 Parle Products가 무슬림 오디언스와의 유대관계를 확고히 하고 브랜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
고자 한다.

Solution: 올해 무슬림들은 전세계적으로 이동, 공급망, 비즈니스 등을 거의 올스탑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기에 라마단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팬데믹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각 나라마다 공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실직, 임금 삭감, 무급휴가,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진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Parle Products가 런칭한 캠페인 #EkBadiDua는 힘겨운 시기일수록 기쁨과 긍정적 태도의 확
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이웃을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캠페인 영상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연민,
감사, 공감, 자선의 가치를 어린 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336만을 기록했다.

Parle Products: #EkBadiDua Type: Filmㅣ Agy: BC Web Wiseㅣ CD: Shyam Sing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68&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말레이시아인들이 주요 명절인 라마단과 하리라야 축제를 예전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있다. 비보(Vivo)는 안타까워하는 말레이시아인
들의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불어넣어줄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리라야 축제를 준비할 때 주로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가 음식과 실내 데코레이션을 진두지휘한다. 캠페인 영상 속 할머니도 마
찬가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손주들에게 명절음식 만드는 법과 집안 꾸미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젊은 손주들은 영
서툴기만 하고 할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그래도 그 과정이 즐겁기만 하다. 시끌벅적한 대화가 있고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기
다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모든 대화는 비보 핸드폰을 통해 영상통화로 이뤄졌던 것이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을지언정 기술의 도움으로 명절을 슬
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비보가 보여줬다. 촬영을 위해 비보는 등장인물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비보 스마트폰을 비롯해 필요한 장비들을 보내줬고, 모든 장
면은 그렇게 원격으로 촬영됐다. 촬영 및 제작 관련 회의 역시 영상통화로 진행됐다.

Results: 한 주 만에 동영상이 500만 뷰를 기록했다.

Vivo: #RayaStyleLain Type: Filmㅣ Agy: VMLY&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26&source=ppt


Challenge: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구축한다는 기업 미션을 추구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전통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옛것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의 문화 마케팅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에어비앤비는 현재 베이징, 청도, 광저우, 첸둥난 등 중국 도시들에 있는 40개가 넘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Lost & Found'
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은 이들 무형문화유산들 중 일부를 보여주며 에어비앤비가 무형문화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네
명의 중국 청년들이 각각 베이징, 청도, 광저우, 첸둥난에 살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능인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통해 '과거의 전통과 다시 만남으로
써 잃어버린 것(lost)에서 찾은 바 된 것(found)으로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에어비앤비는 영상에서 말하고 있다.

Airbnb: Lost & Found Type: Filmㅣ Agy: Motherㅣ CD: Mother Shanghai, Airbnb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37&source=ppt


Challenge: 2019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대한 글로벌 인게이지먼트와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42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새 캠페인 이름은 #JoinTheStory다. 이번 캠페인 홍보를 위한 영상
'The Story Continues'는 이제껏 윔블던이 배출한 테니스 스타들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들을 역사적 사건을 다룬 국제 뉴스 헤드라인들과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나브라 틸로바의 1990년 윔블던 왕좌 탈환 소식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을 각각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연결시켜 보여
주고, 스포츠계에서 성평등을 위한 길을 개척한 빌리 진 킹 선수의 세기의 대결과 인류 최초의 사건들을 함께 보여주며 윔블던 대회가 갖는 유산과 역사의 의
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영상은 팟캐스트용 미니시리즈로도 제작됐고, 윔블던 리매치(Wimbledon Rematch) 체험전을 열어 윔블던 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역사
적 경기들을 재현했다. SNS에서는 유저들에게 윔블던 대회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과 기억들을 포스팅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Wimbledon: The Story Continues Type: Printㅣ Agy: McCannㅣ CD: Rob Webster, Alexei Berwit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90&source=ppt


Challenge: MTV가 레바논에서 온라인 컨텐츠들의 쇠퇴하는 문화 수준을 지적하고 온라인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Zeezee M이라는 신인 여가수가 선정적인 가사와 안무가 단번에 눈길을 끄는 I Love Bananas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나왔다. 일주일만에 레
바논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횟수를 기록하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작사, 작곡, 녹음, 촬영을 모두 합쳐 1시간도 안되는 졸작이지만 대중들의 반응만큼은 가장 뜨
거웠다.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마침내 프라임타임 TV 토크쇼에 출연하게 된 Zeezee M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온라인 컨텐츠들의 낮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MTV 캠페인을 위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고, MTV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저급한 컨텐츠들을 호기심용으로 올린 뒤 캠페인 웹사이트로 이동하게해 공유와 논의의 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자는 취지의 캠페
인을 이어갔다.

Results: 320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거뒀고, 일주일만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2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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