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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기술을 잘 표현한 캠페인



Challenge: WeTransfer가 창작가들을 대상으로 협업 프레젠테이션 툴 'Paste', 스케치 앱 'Paper', 이미지/동영상/음원/아이디어 등을 수집하는 앱 'Collect' 등
을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Doubt. Create. Repeat'이란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doubt(의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길로 여기는 생각의 전
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영상으로, 특히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된 시기에 타깃 오디언스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발전시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WeTransfer의 다양한 제품 오퍼링을 홍보한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 37만 회를 기록했다.

WeTransfer: Doubt. Create. Repeat. Type: Filmㅣ Agy: -ㅣ CD: Marcus Brown, Zach Watkin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96&source=ppt


Challenge: 한계를 모르는 상상력 놀이터로서의 어도비 포토샵을 강조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지하철을 탄 젊은 여성이 평범한 출퇴근 지하철 탑승 경험을 환상적인 여행으로 변화시킨다. 색상의 향연과 유쾌한 상상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
는 어도비 포토샵 캠페인 영상은 포토샵 유저들의 창의력 넘치는 비전을 온 세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Results: 4일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Adobe Photoshop: Commut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72andSunnyㅣ CD: Antoine 

Bardou-Jacqu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644&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 기간에 페이스북이 영상통화와 스트리밍이 가능한 기기 포털 TV의 유용성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코로나19를 계기로 포털 TV를 통해 한지붕 가족끼리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와 친구끼리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의 'Closer' 영상을 공
개했다. 아기의 첫걸음마를 자랑하고, 아버지와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재미난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려주는 등의 소소한 일상이 사회적 거
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포털 TV가 있기에 꾸준히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기쁨을 잘 보여준 영상이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498만을 기록했다.

Facebook Portal: Closer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78&source=ppt


Challenge: 포르투갈에서 출시된 삼성 갤럭시 S10과 S10+의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포르투갈 북부 지역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총 943km에 이르는 해안을 갤럭시 S10+로 파노라마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작가, 여행작가, 선장
등 총 3명이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8일 동안 이동하며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에 943km에 달하는 포르투갈 해안을 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Results: 한 달도 되지 않아 800만 이상의 뷰와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Samsung: A 943 Km Photo Type: Otherㅣ Agy: Uzinaㅣ CD: Susana Albuquerqu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95&source=ppt


Challenge: 잉글랜드 축구클럽 리버풀 FC와 파트너십 관계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리버풀 팬들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젊
은 팬들을 타깃으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발전하는 은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Solution: 음성 변조, 인공 이미지(AI: Artificial Imagery),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리버풀 전설의 축구감독 밥 페이즐리를 소환한
'Project Stand Red'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그가 살아서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고 가정하고, 그의 생일을 축하함과 동시에 아홉 시즌 동안 20개의
트로피를 선사한 업적을 기리는 이번 캠페인은 차세대 리버풀 팬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선사하기 위해 제작됐다. 총 5편의 캠페인 영상은 가상의 페이즐리 감
독이 이안 러시와의 계약 등 그동안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오늘날의 선수들과 소통하며, 현재 리버풀 감독에게 새 시즌에 대한 주
문을 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Project Stand Red Type: Design&Brandingㅣ Agy: Octagon , MediaMonk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290&source=ppt


Challenge: 증강현실(AR)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 코카콜라도 멕시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몰입형 AR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코카콜라 캔을 향해 핸드폰 카메라를 켜면 12가지 스토리가 생생한 증강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재미난 AR 경험을 만들었다. 각각의 스토리는 캐릭
터들은 작은 갈등을 겪다가 코카콜라 캔이 매개가 되어 화해한다는 내용이다. 가령, 서로 라이벌 관계의 축구팀을 열열이 응원하던 두 사람이 코카콜라 캔에서
튀어나온 축구공으로 하나가 되어 축구를 즐긴다. 코카콜라는 이번 캠페인으로 모든 연령의 소비자가 코카콜라 용기를 재미난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 인식할
수 있고, 캠페인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ca-Cola: Coca-Cola AR
Type: Outdoorㅣ Agy: Ogilvy Mexico , Timberㅣ

CD: Jonah Hall & Kevin La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09&source=ppt


Challenge: 스위스 로잔호텔학교 EHL이 개교 125주년을 기념해 캠퍼스 확장 공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교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공사인 만큼 결과물을 걱정
하는 의견들이 많다. EHL은 학교와 학생들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부정적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
다

Solution: 3D 프린팅과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어 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건축물 모형을 제작했다. 학교 본관 로비에 3D 건축물 모형을
디스플레이하여 함께 비치된 태블릿 PC의 조작을 통해 비디오 매핑으로 미래 캠퍼스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의 위치의 변화에 따른 캠퍼스 모습과 건
물 내 불빛이 들어올 때의 모습 등이 확인 가능하다.

EHL: The Shape Of Our Future For EHL Type: Otherㅣ Agy: Havasㅣ CD: Gabriel Maur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28&source=ppt


Challenge: 전세계 2억5천3백만 시각장애인들은 여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각 예술을 경험할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스페인의 가상 현실 솔루션
스타트업인 NeuroDigital Technologies가 새로운 관련 VR 기술 개발로 인류를 위한 또다른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Solution: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VR 헤드셋이 아닌 VR 장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들을 몰입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시
각장애인들은 VR 장갑과 햅틱 지도를 사용하여 밀로의 비너스, 다비드상 등을 마치 실제로 만지듯이 체험할 수 있다. 프라하 국립 미술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해 'Touching Masterpieces' 체험전을 열어 전세계에 NeuroDigital Technologies의 신기술을 공개했다.

Results: 전세계 172개국에 캠페인 소식이 전해지며 캠페인 노출 횟수가 2억1천5백만을 기록했다.

NeuroDigital: Touching Masterpieces Type: IMCㅣ Agy: WPPㅣ CD: Julia Dovlatov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83&source=ppt


Challenge: 스위스 인구의 20%가 1월과 8월 사이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그 시기에 꽃가루를 피하기 위해 외부활동
을 자제한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꽃가루는 실내에서도 퍼지며 건강을 위협한다.

Solution: 제약회사 Sanofi가 꽃가루가 실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리고, Sanofi의 알러지약을 홍보하기 위해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양을 디
자인한 전등을 제작해 다양한 실내 공간에 디스플레이했다. 해바라기, 잔디, 자작나무, 민들레 등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식물의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확
대한 모양을 3D 프린트하여 약국, 호텔, 사무실, 헬스장, 가구점, 컨셉 스토어, 바 등에 매달아놓았다. 은은한 색상들이 알록달록하게 켜진 모습이 디자인 오브
제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Sanofi는 전등마다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를 소개한 설명서를 곁들였다.

Results: 실내에 매달린 꽃가루 모양의 전등을 보며 대중들은 실내 생활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울러, 꽃가루 전등에 대한 폭발적 반응에 힘
입어 전등 판매를 결정하게 됐다.

Sanofi: Pollen Lamps Type: Outdoorㅣ Agy: Publicisㅣ CD: Michael Brauchli, 
Urs Schrepf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077&source=ppt


Challenge: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4(Microsoft Surface Pro 4)가 터치 스크린과 서피스펜 기능을 강조하며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임을 홍
보하고자 한다.

Solution: 12개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과 함께 Do Great Things 캠페인을 전개했다. 액자나 미술관에 갇혀 있기 보다는 자유로운 예술세계를 추구하는 그
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자유함과 동시에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두 가지 니즈를 모두 충족시
켜 주기로 했다.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노트북과 태블릿 기능이 모두 가능한 서피스 프로4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디자
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의 디자인을 유명 미술관이나 도심 한복판 건물의 벽에 프로젝터를 사용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투사함으로써 그래피티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Microsoft: Unstoppable Art Type: Onlineㅣ Agy: VCC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12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