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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흥미, 기대감 유발 캠페인



Challenge: 구글 최초로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한 픽셀 6와 픽셀 6 프로의 가을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을 고취시킬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스마트폰이 그냥 스마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이 개별 사용자를 파악해 학습하고 발전하고 사용자에 맞게 조정이 된다면?'이라는 질
문으로 시작하는 티저 영상은 특이한 후면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픽셀 6의 실물을 보여주면서 신제품이 자체 설계한 칩을 통해 사진 품질과 AI 및 음성 인식
면에서 두드러진 성능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Results: 5일간 유튜브 조회수 242만 뷰를 기록했다.

Google: For All You Ar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022&source=ppt


Challenge: 뉴질랜드의 전자제품 판매점 Noel Leeming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올림픽 시즌에 공개한 TVC 캠페인 영상에는 'Mr. Noel Leeming'이라는 뉴질랜드 승마 대표팀 선수가 올림픽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어디선가 전
화벨 소리가 들리는데 한창 경기를 잘 치르고 있던 Mr. Noel Leeming이 경기 도중 전화를 받는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를 타고 있는 와중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객의 문의 사항을 친절하게 해결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유히 승마 경기를 이어간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5만 뷰를 기록했다.

Noel Leeming: We're Ready. Are You? Type: Filmㅣ Agy: TBWAㅣ CD: Robin Walter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942&source=ppt


Challenge: 캘리포니아산 농산물 홍보 단체 California Grown이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캘리포니아산 채소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를 소재로 세 편의 영상이 공개됐다. 캘리포니아산 아보카도에 완전 몰입해 온통 초록색 옷과 액세서리
를 걸치고 아보카도를 먹고, 강아지에게도 아보카도 모양의 장난감을 주는 여자, 캘리포니아산 채소들을 들고 카드 놀이를 하는 세 친구 등 캘리포니아산에 집
착한 괴짜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한다.

Results: 4주간 유튜브에서 'Extra Virgin with California EVOO' 영상이 조회수 36만을, 'Labels Matter with California Avocados'는 46만을, 'Poker Face - with
California Leafy Greens'는 45만 뷰를 기록했다.

California Grown: Grown To Be Great Type: Filmㅣ Agy: Meringㅣ CD: Mike Bernste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12&source=ppt


Challenge: 2021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킬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마침내 기다리던 윔블던 챔피언십이 열리자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전 세계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It's A Wimbledon Thing'을 공개했다. 테니스 코
트를 넘어 일상 생활에서도 테니스를 즐기며 윔블던을 기다리고 즐기는 독특한 윔블던 팬덤을 기념하는 영상이 테니스와 윔블던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사랑
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영상은 그러한 팬들에게 바치는 영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47만 뷰를 기록했다.

Wimbledon: It's A Wimbledon Thing Type: Filmㅣ Agy: McCann Lond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50&source=ppt


Challenge: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에 대한 신나고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Solution: 'Behind the Attraction'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공개된다. 드웨인 존슨 등이 제작책임자로 참여한 이번
시리즈는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 인기 시설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진작하기 위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
다.

Results: 유튜브에서 3일간 조회수 9만1천 뷰를 기록했다.

Disney+: Behind The Attraction Type: Filmㅣ Agy: 2Cㅣ CD: Cheryl Ki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18&source=ppt


Challenge: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올해부터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 프랑스오픈 대회의 독점 생중계를 앞두고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프랑스 출신의 DJ 마르탱 솔베이그(Martin Solveig)와 손잡고, 그의 10년 전 메가 히트곡 'Hello'의 뮤직비디오를 야간 버전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10
년 전 Hello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당시 프랑스오픈을 테마로 완성도 높은 영상이 화제가 됐었다. 이번에 프라임 비디오가 제작한 Hello 뮤직비디오는 당시
뮤직비디오의 리메이크다.

Results: 4일간 유튜브 조회수 39만 뷰를 기록했다.

Amazon Prime Video: Hello Type: Filmㅣ Agy: Herezieㅣ CD: Dimitri Boudnikoff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79&source=ppt


Challenge: 게임 콜오브 듀티: 워존 시즌 3의 트레일러를 제작한다.

Solution: 'Squad up the World' 캠페인을 런칭하며 게임을 실제 세계로 옮겨 놓은 듯한 스케일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인기 래퍼 영 서그(Young Thug)가 고
층빌딩의 유리창을 깨고 점프해 래퍼 거나(Gunna)가 운전하는 헬리콥터의 다리를 잡으며 시작하는 영상은 여러 셀럽들이 스쿼드를 결성해 총격, 폭격 등이 빗
발치는 상황에서 스웩 넘치는 결투를 벌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CG, 게임플레이, 실사 라이브 액션 씬 등이 모두 번갈아 등장해 박진감을 더하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54만 뷰를 기록했다.

Call Of Duty: Squad Up The World Type: Filmㅣ Agy: 72andSunn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77&source=ppt


Challenge: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출시되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엑스박스의 글로벌 캠페인 'Power Your Dreams'는 엑스박스 시리즈 X, S 콘솔과 함께 차세대 게이밍의 세계로 진입하자고 말한다. 잉글랜드 출신의
배우 대니얼 컬루야(Daniel Kaluuya)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캠페인 영상 'Us Dreamers'는 대니얼 컬루야가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를 잡는 순간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꿈 같은 게임 속 세상으로 빠져들며 모험을 하게 된다는 게이머로서의 여정을 표현했다. 라이브 액션과 CG 등으로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
는 영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0만 뷰를 기록했다.

Xbox Series X|S Launch Trailer “Us Dreamers” Type: Filmㅣ Agy: McCannㅣ CD: Nichole Gedd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81&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중단된 미국 프로농구 NBA가 7월 31일 디즈니 월드서 무관중으로 재개된다. NBA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잔여 시즌이지
만 팬들의 기대감과 관심을 고조시킬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Whole New Game(완전히 다른 경기)'라는 타이틀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 배우 이사 레이(Issa Rae)가 출연해 텅빈 코트에서 이번 시즌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들 속에 직접 들어가본다. 그러면서 경기 자체는 똑같겠지만 시청할 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며 무관중 경기를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그는 기대에 가득찬 목소리로 어쨌든 NBA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자체로 우리는 기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Results: 1주간 유튜브 조회수 50만 뷰를 기록했다.

NBA: It’s a Whole New Game Type: Filmㅣ Agy: Gre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04&source=ppt


Challenge: 독일의 가구 유통사 Porta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기간을 침대 매출 제고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Solution: 오펜바흐의 캉캉에 맞춰 침대가 들썩이는 가운데 영상은 '뮌스터에 하루 눈보라가 치고 난 후 출생률이 30% 증가했고, 뉴저지에 허리케인 샌디가
이틀간 강타한 후 출생률이 35% 증가했으며, 마스드리엘에 사흘간 정전사태가 벌어진 후 출생률이 44% 증가했다. 하물며, 자가격리 기간이 30일이 지났으니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곧이어 침대가 부숴지자 '지금 바로 새 침대를 주문하라'고 한다. 지금 새 침대를 주문하면, 9개월 후에 아기 침대
가 공짜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48만을 기록했다.

Porta: #Stayathomebabies Type: Filmㅣ Agy: Jung von Mattㅣ CD: Johannes Hicks, Nicolas Lind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6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