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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배스트 캠페인



Challenge: 디지털 사이버 보안 기술 회사 Aura가 출범을 앞두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브랜드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둡고 무서운 시각적 요소들을 적용하고 첨단 기술과 수학적 메시지를 집어넣는다.
Aura는 이를 탈피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자유를 선도하고 현대인들이 두려움 없이 기술의 혜택을 쉽게 누리도록 한다는 기업 미션을 나타내는 따뜻하면서
도 모던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것. 일출색, 자주색, 복숭아색 등이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난 색채 배합은 상쾌한 느낌의 로고와 더불어 따뜻하고, 자연스
러우며 프로페셔널하지만 친근한 느낌을 준다. 웹사이트도 여백이 많고, 억압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세상을 만끽하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Aura 직원들의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

Aura: Brand Identity Type: Design&Brandingㅣ Agy: Circus Maximusㅣ CD: Christiana Guz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96&source=ppt


Challenge: 우크라이나 최대 지성인들의 페스티벌인 Ideas Festival이 새롭게 도입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반영할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만들고자 한다.

Solution: 아이디어를 나타낼 기호를 디자인할 때, 전구나 생각 상자 같은 진부한 심볼들은 피하고자 간단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람이 바로 아이
디어 자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이야말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공유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당사자가 아닌가. 따라서, 실제 사람들의 옆모습이 이번 브랜
딩의 주요 요소가 됐다. 또한, 아이디어라는 말의 고대 그리스어를 닮은 그리스어 스타일 폰트를 적용하고, 옛 그리스 사상가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들의 옆모습을 전면에 내세웠다.

Ideas Festival: Ideas Festival Rebranding Type: Design&Branding ㅣ Agy: ONCE Agenc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33&source=ppt


Challenge: 마스터카드(Mastercard)가최근 로고에서 마스터카드라는 말을 빼고 심볼만 내세운 새로운 BI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회사란 2차원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브랜드 확장 및 구축을 위해 전용 신규 음성 멜로디를 도입했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으로 마스터카드를 사용하
든지 간단하면서도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미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 그래미 시상식 후원사로서 시상식 중계날에
맞춰 TVC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가 등장하는 TVC 영상을 제작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평범함과 실망이 마스터
카드 결제 사운드와 함께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기회의 현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히트곡 '하바나(Havana)'와 함께 보여주며 흥을 돋운다. 이밖에도
마스터카드는 비슷한 시기에 LA에 '마스터카드 센소리 랩(Mastercard Sensory Lab)'을 열어 새로운 브랜드 사운드와 함께 쇼핑하고 결제하는 경
험을 제공한다.

MasterCard: Priceless Surprises With Camila Cabello Type: Otherㅣ Agy: -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96&source=ppt


Challenge: 아디다스가 2018년을 맞이하며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를 강조해온 2017년 캠페인의 기조를 이어갈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선보인다..

Solution: 스포츠, 패션디자인, 음악 등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활동과 실력으로 '크리에이터'라고 평가되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알렉산더 왕, 본 밀러,
칼리 클로스, 리오넬 메시, 패럴 윌리엄스, 제임스 하든, 애론 로저스, 캔디스 파커, 브랜든 잉그램, 데이빗 베컴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다른 사람들
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까지 오른 이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세계 운동선수들을 향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상상력을 이용해 새로운 것
을 만들어 스포츠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아디다스의 운동에 동참하라고 주문한다.

Results: 4주 만에 600만 뷰를 기록했다.

Adidas: Calling All Creators Type: Otherㅣ Agy: 72andSunny (Netherland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40&source=ppt


Challenge: 자동차 점화 플러그, 와이퍼, 점화장치 부품 등을 제조하는 Champion Auto Parts가 리브랜딩을 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
다.

Solution: 자동차 부품 브랜드라는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이번 리브랜딩의 목적이다. Champion 로고부터 시작된 리브랜딩은, 기존 자동차 부품 광
고에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명 자동차 개조 전문 아티스트가 펜, 잉크, 그래픽 등으로 레트로와 모던 스타일을 접목해 디자인한 것
으로, 각 제품마다 통일성에 고유성을 더해 적용됐고, 'There's a champion in here(여기에 챔피언이 있다)'는 슬로건을 통해 자동차를 사랑하는 고
객의 감성까지 자극한다. 아울러 공개한 TVC 캠페인은 연장, 엔진 시작 소리 등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챈트인 'I believe that we
will win'의 리듬을 만들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자동차 모습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하는 승리에 대한 욕구를 일깨운다. 마치
Champion Auto Parts의 점화 플러그처럼.

Champion Auto Parts: There's A Champion In Here Type: Otherㅣ Agy: Innocean (United States) 
l CD: Mary Catherine Finn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19&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노트9을 홍보하며 'Do What You Can't' 캠페인을 이어간다.

Solution: 7년 전, 평범한 스탠퍼드대생이었던이사 레이(Issa Rae)는 기숙사에서 삼성 갤럭시폰으로 'Awkward Black Girl'이라는 웹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무섭게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방송사와 첫 계약을 맺었다. 잡지 커버를 장식했고, HBO의 인기 시리즈가 된
'Insecure'를 쓴 다음에는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갤럭시노트9 캠페인 영상은 이같은 이사 레이의 지난 7년간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압축해 보여준
다. 그 여정에는 삼성 갤럭시폰이 있었고, 에미상에 노미네이트된 지금, 여전히 이사 레이는 갤럭시노트9으로 인생의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
고 있다. 삼성은 이사 레이가 훌륭한 아이디어와 제대로 된 기술의 만남이 합작해낸 놀라운 결과물의 산증인이라고 크리에이터들을 향해 이야기
한다.

Results: 메이킹 영상이 유튜브 공개 몇 시간 만에 11,000회 이상을 기록했다.

Samsung: Made It Type: Otherㅣ Agy: -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10&source=ppt


Challenge: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퀴어 영화제 Queer Lisboa가 메인스트림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들이 게이란 사실을 처음 아셨나요?'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영상은 동성연애자 자녀를 둔 엄마들의 감동적인 합창으로 이어진다. 조 카커
(Joe Cocker)의 명곡 'You Are So Beautiful'을 아름답고 애절한 멜로디로 화음을 맞춰 부르는 엄마들은 스스로를 'Pride Moms'라고 부르며 자녀
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다. 곧이어 무대로 올라오는 자녀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
마의 모습은 동성연애자를 자녀로 둔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하다. 감동적인 영상 외에도 드래그 퀸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당당하게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캠페인 포스터로 제작돼 이번 영화제를 홍보했다.

Queer Lisboa: Pride Moms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Portugal) l CD: Pedro Bexig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76&source=ppt


Challenge: 미국인은 일생동안 95%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중 50%의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연구조사에 따르면, 야외에서 일을 할
때 생산성이 50% 증가하고, 창의력은 300%나 급증한다. 뿐만 아니라, 행복감이 92% 상승한다. L.L. Bean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웃도
어 웨어 및 용품 리테일러로서 야외근무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코워킹스페이스 브랜드 Industrious와 협업으로 'Be an Outsider' 캠페인을 런칭하며 파란 하늘이 보이는 초록 잔듸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야외 근무
공간을 만들었다. 6월 21일에 뉴요커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이 코워킹스페이스는 대중에게 무료 제공된다. 회의를 하거나 근무를 보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사이클링 운동기구가 아래에 부착된 책상도 갖추고 있다. 올 여름까지 보스톤, 필라델피아, 위스콘신 등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될 예
정이다.

L.L. Bean: Be An Outsider At Work Type: Outdoorㅣ Agy: Direction Films (United States) l CD: Jasyn How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01&source=ppt


Challenge: 구글이 프랑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프랑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홍보가 가장 까다롭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10인에게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의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툴
로 수집된 정확한 시장 예측 데이터를 활용했다. 10명의 작가들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각 기업인별로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부터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하는 미래의 모습을 전기 형식으로 집필해줄 것을 요청했다. 완성된 전기는 저명한 경제
학자 자크 아탈리의 서문을 곁들인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해 해당 기업인에게 선사했다.

Results: 10명 중 2명이 구글 클라우드를 채택했다.

Google: The Biography Of Tomorrow Type: DMㅣ Agy: Herezie (France) l CD: Raphael Ste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31&source=ppt


Challenge: 랜드로버(Land Rover)가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에서 고객 충성도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런칭한다. 랜드로버는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난 SUV로서 산
속엘 들어가도 끄떡없지만 운전자는 랜드로버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는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랜드로버는 그러한 순간에도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이고자 한다.

Solution: Personal Extinction Prevention Book, 다시 말해 '서바이벌 북'을 DM으로 제작했다. 전갈, 벌, 늑대, 곰, 여우 등 숲이나 산 속에 사는 위험한 동물들
로부터 랜드로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물리칠 수 있는 천연 오일, 향기 등이 베어 들어간 티슈가 포함된 책으로, 각 동물 그림별로 해당 동물에 효과적인 냄새가
베긴 티슈를 넣어 운전자가 유사시에 쉽게 뽑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3천 명의 고객들에게 DM 발송됐고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홍보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신규고객에게도 증정할 계획이다.

Land-Rover: Personal Extinction 
Prevention Book

Type: Direct Maketing ㅣ Agy: Y&R Dubai ㅣ CD: Joseph Biha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932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