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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스마트폰 브랜드 OnePlus가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디자인을 모두 갖춘 신제품 OnePlus Nord CE의 특장점들을 소개할 언박싱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유튜버 구독자 수 700만의 파워 유튜버 MrWhoseTheBoss가 아주 독특한 언박싱을 진행했다. 곡예 비행기를 타고 6,500피트 상공에서 Nord CE의
언박싱을 한 것. 전혀 예상치 못한 레벨의 스마트폰을 위한 예상치 못한 레벨의 언박싱 이벤트다. MrWhoseTheBoss가 조종사 옆에 앉아 언박싱을 하며 제품의
특장점 5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조종사가 아찔한 곡예 비행을 할 때마다 프로페셔널하던 진행 솜씨는 자취를 감추고 오직 비명만 들린다. 무사히 착륙한
후에는 MrWhoseTheBoss와 OnePlus 관계자가 신제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WhoseTheBoss가 슈퍼카를 타고
OnePlus의 팬을 직접 찾아가 Nord CE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가 이어진다.

Results: MrWhoseTheBoss 유튜브 채널에서 4일 만에 조회수 190만 뷰를 기록했다.

OnePlus: The Most Extreme Unboxing Video 
In Smartphone History?

Type: Promotion&Eventㅣ Agy: FCBㅣ CD: Alvaro Ramir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390&source=ppt


Challenge: 3월에 출시된 Mtn Dew Rise Energy가 하루를 활기차게 깨우는 에너지 음료라는 메시지를 전할 브랜드 최초의 광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등장하는 영상 'The Morning Makes You'를 공개했다. 아침 일찍 기상한 르브론이 Mtn Dew Rise Energy를 마시기
전에 만약 자신이 다시 침대로 들어가 좀 더 잠을 청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한다. 평범한 집의 소파에 앉아 톰과 제리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동네 빨래방에
서 빨래를 하고, 한가롭게 마당의 잔디를 깎고, 동네에서 조그만 살사 댄스 교실을 하는 상상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챔피언, 사업가, 자선사업가의 모습은
전혀 없다. 그때 르브론은 잠깐의 상상에서 깨어나 Mtn Dew Rise Energy를 마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가 아는 그 르브론의 삶을 산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63만 뷰를 기록했다.

MTN Dew: The Morning Makes You Type: Filmㅣ Agy: TBWA Chiat Da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396&source=ppt


Challenge: 소다스트림이 2021년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늘 유머러스한 접근방식을 택했던 소다스트림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미난 영상을 공개했다. 특별히 이번에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이자 사업가인 랜디 저커버그가 출연해 그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Don't Just Share, Care'란 제목의 영상에서 랜디 저커버그는 허구헌날 SNS에서 공
유만 하지 말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소다스트림처럼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소다스트림의 지구환경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다스트림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Results: 5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8만 뷰를 기록했다.

Soda Stream: Don't Just Share, Car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60&source=ppt


Challenge: 호주의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 Zip이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테니스 선수 닉 키리오스, TV 사회자, DJ 겸 패션 인플루언서 플렉스 마미 등 6명의 호주 셀럽들이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 'Can I Zip It?'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두 쇼핑을 하면서 'Can I Zip It(Zip 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한다. 리듬감을 살린 반복되는 질문이 Zip이란 말이 일상용어가 될 것을 예감하게 한다.
이번 캠페인은 Zip이 어디서나 무이자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혜택이 되는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112만 뷰를 기록했다.

Zip: Can I Zip It? Type: Filmㅣ Agy: We Are Socia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34&source=ppt


Challenge: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OTT 서비스 'Paramount+(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런칭을 알리는 슈퍼볼 TVC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패트릭 스튜어트, 마이클 번햄, 제임스 코든, 스티븐 콜베어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상이 공개됐다. 'Journey to the Peak'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기
라성 같은 인기 셀럽들이 평소 드라마나 영화, 경기, TV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던 복장 그대로 혹한을 뚫고 힘들게 눈덮인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나 구
도자의 표정들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결심들을 한 채 상당히 진지하게 베이스캠프를 떠났던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맨손
으로 설산을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 전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파라마운트 로고 속 설산과 그 산을 둘러싼 별들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이 사실은 정상
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터뜨리며 스타들을 기다리던 패트릭 스튜어트가 알려준다. 허망하기 짝이 없어 하는 스타들에게 패트릭 스튜어트
는 춤이나 추자고 불렀다며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보여주고는 혼자 흥에 겨워 춤을 춘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71만 뷰를 기록했다.

Paramount+: Expedition: Sweet Victory Type: Filmㅣ Agy: Droga5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29&source=ppt


Challenge: 1980년대에 출시돼 현재까지도 피자의 아이콘 격이 된 Pizza Hut Original Pan Pizza가 출시 40주년을 맞았다. 피자헛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Pizza Hut Original Pan Pizza의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영국에서 피자헛 캠페인의 인기 캐릭터가 된 파커(Parker) 씨를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로 내세웠다. 캠페인 영상 'Satisfyingly satisfying Pan Pizza(만
족스러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팬피자)'에서 파커 씨는 비닐뽁뽁이 터뜨리기, 단숨에 새 병뚜껑 열기, 넘어지려는 물건 잡기, 엄청 두꺼운 책 다 읽기 등 일상생
활에서 누구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나 폭발물 안전 제거, 피겨스케이트 만점 등 TV에서 볼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황들을 직접 코믹 연기를 통해 보여주며
이것들보다도 만족스러운 것이 Pizza Hut Original Pan Pizza라고 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2만 회를 기록했다.

Pizza Hut: Satisfyingly Satisfying Pan Pizza Type: Filmㅣ Agy: Irisㅣ CD: Lou Bogue, Rupert Thornboroug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31&source=ppt


Challenge: 뷰티 브랜드 럭스(Lux)가 비누 제품을 재런칭하며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인도에서 공개된 캠페인 영상 'Chand Sa Roshan Chehra(달빛 얼굴)'은 스타 커플 카리나 카푸르 칸(Kareena Kapoor Khan)과 사이프 알리 칸(Saif
Ali Khan)이 등장해 둘만의 기념일에 남편이 Lux로 아름답게 달처럼 빛나는 아내의 얼굴로 촛불을 대신하겠다고 말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빛나는 달에 비유한 이번 캠페인은 럭스를 사용하면 빛나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25만 뷰를 기록했다.

Lux: Chand Sa Roshan Chehra Type: Film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Arunima Sharm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65&source=ppt


Challenge: 파스타면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식품회사 Barilla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을 심어줄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이탈이아에서 이웃인 십대 소녀 두 명이 기상천외한 옥상 테니스 경기에 나선 영상이 SNS에서 8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는 단연코 세계 최강 페더러. Barilla는 두 소녀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실은 인터뷰
를 가장해 페더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아무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인터뷰를 하며 페더러 이야기를 하던 소녀들 앞에 페더러가 깜짝 등장을
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깜짝 등장도 모자라 페더러는 아이들에게 즉석 옥상매치를 제안한다. 즐거운 경기 후 점심으로 파스타까지 먹은 아이들은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만 하다. 게다가 친절한 페더러는 라이벌 나달이 운영하는 테니스 캠프에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2,199만 뷰를 기록했다.

Barilla: The Rooftop Match With Roger Federer Type: Filmㅣ Agy: We Are Socialㅣ CD: Alice Martinucc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72&source=ppt


Challenge: 호텔 리조트 브랜드 아코르(Accor)가 라이프스타일 로열티 프로그램 Accor Live Limitless를 통해 제공하는 놀라운 고객 경험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여러분이라면 남이 입었다가 매장에 나온 파리 생제르맹 저지를 사입겠는가? 물론 공식 매장에서 중고물품을 팔 리가 없겠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살펴봤다. 마이애미, 상파울루, 방콕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서 파리 생제르맹 저지에 관심을 보이
는 손님들에게 직원은 지금 걸려 있는 유니폼들은 디스플레이용이다 또는 방금 어떤 손님이 전부 사들였다는 변명을 대면서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누
군가 입었던 저지라고 말해준다. 많은 손님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컴플레인을 하고 매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손님들이 각 매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게 직원은 저지가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는데...열어 보니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센터백 마르퀴뇨스가 직접 입고
뛰었던(물론 이후에 세탁한) 저지다. 어리둥절해 있는 이들 앞에 마르퀴뇨스 선수가 직접 영상을 통해 등장해 파리에서 열리는 경기에 초대한다. 행운의 주인
공 3인은 파리의 아코르 호텔에 숙박하면서 축구경기에 초대돼 마르퀴뇨스 선수를 만나고 경기를 즐기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Results: 6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했다.

Accor Live Limitless: Paris Saint-Germain 
Used Jersey

Type: Promotion&Eventㅣ Agy: Havasㅣ CD: Fabrice Plazoll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88&source=ppt


Challenge: 지프가 2020 슈퍼볼에 선보일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All New Jeep Gladiator) TVC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배우 빌 머레이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TVC 영상은 그가 1993년에 출연한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을 패러디했다. 원작 영화에서는 개
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TV 기상 통보관 필 코너스(빌 머레이 분)가 매년 2월 2일에 미국에서 마멋(그라운드호그)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겨울이 얼마나 남아 있
는가를 점치는 그라운드호그 데이에 취재차 간 마을의 낡은 호텔에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똑같은 라디오 멘트를 듣게 되고 자신에게 시간이 반
복되는 마법이 걸렸다는 알게 된 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개과천선한다. 패러디 영상에서는 주황색의 멋진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반복되는 일상을 탈
출시켜주는 매개가 된다. 어디든 글래디어에터를 타고 빌 머레이와 동행하는 귀여운 마멋을 보는 재미도 있는 이번 영상은 2월 2일 그라운드호그 데이이자 슈
퍼볼 데이에 방송된다.

Results: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채널 집계 1억 회 이상 조회수를 달성했다.

Jeep: Groundhog Day Type: Filmㅣ Agy: Highdive Advertisingㅣ CD: Jim Jenkin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75&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