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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eken: Worth The Wait

Type: Filmㅣ Agy: Publicisㅣ CD: -

Challenge: 하이네켄이 새로 개봉한 '007 노 타임 투 다이'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런칭한다.
Solution: TVC 캠페인 영상 'Worth the Wait'를 공개했다.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가 바에 앉아 시원한 하이네켄 맥주를 잔에 가득 담아 한 모금 마시
고 맛을 음미하더니 'Worth the Wait'이라고 말한다. 유리잔 가득 하이네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은 코로나19로 개봉이
한참 미뤄졌던 그의 007 신작 '노 타임 투 다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다린 보람을 느낄 만큼 재미를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Deliveroo: A World Of Groceries

Type: Filmㅣ Agy: Pabloㅣ CD: -

Challenge: 음식 배달 앱 Deliveroo가 Co-op, Waitrose, Aldi, Morrisons, Sainsbury's 등 영국의 주요 대형 마트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식료품 배달 서비스
를 런칭하며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Solution: 새로 공개한 30초짜리 TVC 영상은 시청자들을 환상의 식료품 세계로 안내한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마켓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Deliveroo가 최소 20분 만에 집앞으로 신선한 식료품을 배달하는 세계다. 그 곳에는 빵 구름이 떠 있고, 우유 폭포가 흐르는 섬이 있고, 따끈따끈한 크르와상으
로 만든 산이 있고, 달걀 화산이 있고, 바나나가 날아다니며 고객이 원할 때 신속하게 집앞으로 배달된다.
Results: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Arsenal, Adidas: Where We Belong

Type: Filmㅣ Agy: Irisㅣ CD: Rachid Ahouyiek, Henry Scotland

Challenge: 아디다스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Arsenal FC의 2021/2022 저지를 새로 출시하며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3분 50초짜리의 모큐멘터리 영상 'Where We Belong'을 공개했다. 보통 스포츠 구단 관련 캠페인에 팀 소속 유명 선수가 등장하는 것과 달리
Arsenal의 찐팬이자 광팬인 Len이라는 60세 남자가 주인공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웃지도 않는 Len의 유일한 관심과 사랑은 Arsenal이다. 그의 지
독한 팬심은 선수들도 다 알 정도다. Arsenal 전현직 선수들이 등장해 증언한다. 그가 클럽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들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어
디까지나 허구의 인물을 다룬 모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진짜 Arsenal 팬이라면 알아차릴 만한 여러 장치들이 영상 곳곳에 숨어 있어서 재미를 더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IPL, Vivo: Come Together To Create
Moments Of Joy

Type: Filmㅣ Agy: -ㅣ CD: Eli Sverdlov

Challenge: 스마트폰 브랜드 Vivo가 인도 크리켓 리그인 IPL의 타이틀 후원사로서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VIVOIPL 캠페인을 런칭하며 기쁨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영상 'Come together to create moments of Joy'를 공개
했다. IPL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심판들, 선수의 가족들이 크리켓 경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의 순간을 만들고, 영광과 환희, 이
해와 배려의 순간들을 Vivo로 함께 감상하고, 촬영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크리켓을 그 어떤 스포츠보다 가장 사랑하는 인도인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
한다.
Results: 한 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44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Oppo: OPPO Reno5 Marvel Edition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Challenge: 오포(Oppo)가 마블(Marvel)과 손잡고 레노5에 마블 어벤저스 테마의 디자인을 결합한 레노5 마블 에디션을 출시하며 마블 팬들을 겨냥한 캠페인
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마블 팬들은 '어셈블(assemble)'하라. 공개된 캠페인 영상에서는 뉴욕 지하철에서 만난 평범한 남녀가 레노5 마블 에디션을 손에 든 순간 스펙타클
한 액션씬 속으로 빠져들어 마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히어로들이 착용했던 양자영역 슈트에서 착안한 디자인의 오포 레노5 마블
에디션은 어벤져스 로고와 캡틴아메리카의 방패를 결합한 로고 'A'가 뒷면을 장식하고 있다. 오포 레노5의 강력한 기능과 존재 자체로 최강의 힘을 상징하는
마블 디자인의 만남으로 유저는 일상에서 상상했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7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OnePlus: Lunarland

Type: Filmㅣ Agy: Motherㅣ CD: -

Challenge: 스마트폰 제조사 OnePlus(원플러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OnePlus 9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OnePlus 9에는 전문 포토그래퍼들 사이에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중형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 브랜드 Hasselblad(핫셀블라드)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카메라가 장착된다. OnePlus는 이를 강조한 캠페인을 진행하
기로 했다.
Solution: 핫셀블라드는 미우주항공국(NASA)에서 달에 갈 때 가져간 카메라로 유명하다. 여기에 착안해 환한 둥근 달이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하
늘을 밝히던 휘영청 밝은 달이 지구의 밤거리로 내려왔다. 그동안 지구가 너무 궁금했다는 듯 달은 도심 곳곳을 조용히 누비며 백화점 쇼윈도 앞, 공원, 터널,
노천카페, 공사장 등에 나타나 환한 빛을 선사한다. 물장구도 치고,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으려 몸가짐도 조심도 하고,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몸도 잔뜩 구부리
는 등 사려 깊고 귀여운 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졌다.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장착한 원플러스9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담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영상이
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148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Pizza Hut, KFC: Popcorn Chicken Pizza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Irisㅣ CD: Lou Bogue,
Rupert Thornborough

Challenge: 영국 피자헛이 KFC와 손잡고 새로운 맛의 피자 Popcorn Chicken Pizza(팝콘 치킨 피자)를 개발했다. 신메뉴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다.
Solution: 피자헛의 브랜드 홍보대사 파커 J 파커슨(Parker J Parkerson)이 어김없이 이번 캠페인 영상에도 등장했다. 파커슨은 이번 컬래버 메뉴가 진짜 상상
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테니까 조심하라고 인터넷을 향해 경고한다. 그러면서 영화 매트릭스의 시그니처 동작, 게임, 틱톡 댄스
등을 선보이며 인터넷에서 인기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정신을 못차리게 될 거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다.
Results: 3일간 유튜브 조회수 1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Haagen-Dazs: Don't Hold Back

Type: Promotion&Eventㅣ Agy: Spaceㅣ CD: -

Challenge: 하겐다즈가 워너브러더스와 손잡고 영화 '원더우먼 1984'와 글로벌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선사할 캠페인 'Don't Hold Back'을 SNS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더우먼의 대표적인 파워 포즈를 유저들이 자
신만의 버전으로 만들어 UGC로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또, 원더우먼 1984 리미티드 에디션 하겐다즈 팩을 출시했고, 25초 분량의 히어로 영상도 공개했다. 영
국의 경우, 원더우먼 1984의 VOD 플랫폼 출시일에 맞춰 'January blues(1월의 우울함)'을 날려버릴 원더(놀라움, 경이로움)의 순간들을 블루 먼데이를 중심으
로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음식배달 앱 딜리버루(Deliveroo)와 협력해 런던과 맨체스터 지역의 수천 가구에 리미티드 에디션 원더우먼 1984 하겐다
즈 아이스크림을 깜짝 증정해 원더우먼 1984를 집에서 감상하며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는 'Change the Label'이란 타이틀로 인스타그램
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여성들을 향한 부정적이고 편견어린 시선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남미지역에서는
하겐다즈와 원더우먼 1984 SNS 필터를 이용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과 같아지는 경험을 선사한다.
자세히보기

Barilla: Playlist Timer

Type: Promotion&Eventㅣ Agy: Publicisㅣ CD: Riccardo Fregoso

Challenge: 파스타 브랜드 Barilla가 소비자가 파스타를 더욱 맛있고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파스타 요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알맞은 요리 시간이다. 그래서 Barilla는 스포티파이와 손잡고 파스타 면별로 알맞은 요리시간을 맞춰줄 뮤직 플
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Playlist Timer(플레이리스트 타이머)'란 제목의 총 8개의 플레이리스트는 파스타면 끓이는 시간인 9-11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탈리
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팝, 힙합, 인디, 옛날 히트곡 등 네 개의 장르로 꾸며졌다. '믹스테잎 스파게티', '붐밥 푸실리', '기분 좋게 멜랑꼴리한 펜네', '무드 데이
링귀니', '히트곡 스파게티' 등등의 이름을 붙여 면 종류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해 면 끓이는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게 했다. 플레이리스트 트랙은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Coolhaus: Fit For A Queen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Challenge: 창립자와 CEO가 모두 여성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Coolhaus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커피 브랜드 Allergo Coffee와 손잡고 Queens' Coffee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이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Coolhaus가 Allergo Coffee의 Three Queens Blend 원두를 직접 고른 이유는 동아프리카 지역 여성들이 재배하는 커피원두이고, Allergo Coffee가
양성평등과 전세계 젊은 여성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Coolhaus의 기업 미션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Coolhaus는 이번 신규 출시되는 Queens'
Coffee를 용감하고, 독창적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여성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용감하게 영국 왕실을 박차고 나간 메건 마클
을 'Queen'이라고 호칭하는 OOH 캠페인도 선보였다. Coolhaus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단체 Myna Mahila Foundation에 기부도 진행한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