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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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nity: The Greatest Gift

Type: Filmㅣ Agy: Goodby Silverstein & Partnersㅣ CD: -

Challenge: 미국 인터넷 회사 xfinity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he Greatest Gift(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었던 만큼 기존 선물들로는 도저히 감
동과 기쁨을 선물할 자신이 없었던 산타는 산타마을의 요정팀을 영상회의로 소집해 신박한 선물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것을 지시한다. 패닉 상태였던 것도
잠시, 요정들은 사람들이 2020년 크리스마스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함께하는 것(togetherness)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과의 눈싸움', '
반려동물 입양', '할아버지 요리 냄새' 등을 선물 상자에 담아 산타에게 전달한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산타도 눈싸움 상자를 열고 눈덩이를 한 대 맞아보더니 매
우 흡족해하며 썰매에 오른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39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IKEA: Wast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Great Gunsㅣ CD: Ilya Naishuller

Challenge: 이케아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연시 가족모임과 파티를 통해 발생하는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며 이케아 음식수납용기 제품의 효
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밖에서 눈싸움을 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겁
게 보내고 있는 꼬마에게 갑자기 커다란 파인애플이 떨어진다. 아이는 겁게 질려 집을 향해 뛰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식물 폭탄이 마구 떨어진다. 겨우 피해 집
에 도착한 순간, 엄마가 식탁 위에 가득 남은 음식물을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여유롭게 버리고 있다. 아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과 창밖에서 벌어지
고 있는 재난을 놀란 눈으로 번갈아 바라본다. 내래이션은 만약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자연이 이런 식으로 역습을 해온다면 어떡
하겠느냐며, 크리스마스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망치지 말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남은 음식을 보관해주는 이케아 반찬수납용기를
소개한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 10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Dunkin': Cheersin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Zac Colwell

Challenge: 던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새로운 디자인의 홀리데이 컵과 메뉴를 선보인다. 스페셜 홀리데이 컵에 적힌 Cheersin'이라는 단어는 'cheers'와
'Dunkin'을 합성한 것으로 던킨 커피, 도넛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신나는 분위기와 긍정적 마인드, 서로에 대한 격려를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던킨이 새
메뉴, 컵과 함께 던킨 앱을 통한 크리스마스 메뉴 주문을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틱톡 스타일의 뮤직 비디오를 선보였다. 징글벨을 Cheersin' Cup으로 개사하고 리믹스한 신나는 캐롤에 맞춰 틱톡 스타들이 춤을 추는 영상이다. 간
결하고 반복적인 재미난 동작의 춤, 그리고 신메뉴 이름들과 던킨 앱을 통한 주문을 가사에 담은 노래가 틱톡처럼 중독성을 갖췄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Pizza Hut: The 55 Days Of Christmas Pizza

Type: Filmㅣ Agy: Irisㅣ CD: Lou Bogue, Rupert Thornborough

Challenge: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메뉴 'The Christmas Pizza'를 출시한 피자헛이 홍보를 위해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The 55 Days of Christmas Pizza'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피자헛 모델 파커 J 패터슨(Parker J Patterson)이 어김없이 등장해 혼자서 중창단 역
할을 도맡아 하며 개사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 내용은 이렇다. 피자헛 신메뉴가 너무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자는 크리스마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아니기에 크리스마스를 남들보다 일찍인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5일간 신메뉴를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
겠다는 거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4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Microsoft: Find Your Joy

Type: Onlineㅣ Agy: McCannㅣ CD: -

Challenge: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 'Find Your Joy'를 공개했다. 저녁 시간에 각자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하는 식구들에게 아쉽게도
외면을 당한 반려견이 같은 형편의 이웃집 강아지와 눈이 마주친 뒤 쓸쓸하게 잠을 청하는데 꿈에서 이웃집 강아지와 만나 식구들이 즐기던 게임 속으로 들어
가 신나는 모험과 놀이도 즐기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강아지 친구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등 즐겁고 실속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
프트는 영상 속 반려견으로 요즘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며,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으로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나서자는 메시지를 전
하고자 했다.
Results: 4일간 유튜브 조회수 3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Lidl: A Christmas You Can Believe In

Type: Design&Brandingㅣ Agy: Karmaramaㅣ CD: Luke Ramm, Joe Holt

Challenge: 슈퍼마켓 체인 Lidl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제품을 강조할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만 되면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 유통사들의 광고 캠페인 영상 전쟁이 일어난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고유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지나
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내용과 화면으로 감성을 쥐어짠다. 여기에 일침을 가하듯 Lidl의 이번 크리스마스 영상은 패러디를 통해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은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영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첫 장면부터 어린 소녀와 비둘기가 등장해 마치 둘의 감동적인 우정을
그릴 듯 하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광고 영상이라며 저렴한 가격과 로고, 상품들을 곳곳에 나열한다. 특히, 당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경쟁사의 당근 캐릭터를
놀리려는 듯, 당근이 이렇게 맛있으면 굳이 캐릭터 같은 거 쓸 일 없다고 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가 4일 만에 1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oca-Cola And Google: A Year To Share

Type: Otherㅣ Agy: Ogilvyㅣ CD: -

Challenge: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코카콜라가 본격적인 나눔의 시즌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한해를 잊고 크리스마스에는 하나가 되자
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구글과 손잡고 'A Year to Share' 캠페인을 런칭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크리스마스 식사 자리에서는 정치와 이념, 성정체성, 종교 등의 서로 다
름을 잠시 접어두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름에서 오는 긴장을 극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먼저, 캠페인 영상은 구글 트렌드
(Google Trends) 기술과 2019 구글 검색어 결과를 통해 2019년 한해 가장 많이 검색된 것들로 '게이 결혼', '젊은이들의 기후변화 반대 시위', '노트르담 화재'
등등이 순위에 올라왔으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깜짝 놀랄 선물 만드는 법', '최고의 산타 복장 만드는 법', '전통 레시피', '12인분 요리하는 법' 등등이 검색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구글 사용자는 이번 코카콜라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구글 트렌드 대시보드 특별 버전을 이용해 가장 인기 있었
던 토픽들을 중심으로 검색어 트렌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360만 회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Dick's: The New Kid

Type: Filmㅣ Agy: Anomalyㅣ CD: -

Challenge: 미국 스포츠용품 매장 Dick's Sporting Goods가 2019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백화점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면 진열돼 있는 상품들이 살아 움직여 자기들끼리 한바탕 놀거라는 상상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거다.
애니메이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올해는 Dick's Sporting Goods에서 시작할 것 같다. CGI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합해진 캠페인 영상은 Dick's에 진열된 아동 운동화가 주변의 스포츠 용품들과 밤새 매장을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신시키며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신나는 장면
을 연출했다. 아침이 되자 첫 손님으로 매장을 찾은 여자 아이는 뒤늦게 자기 자리를 찾은 주인공 운동화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며, 크리스마스 마법을 본격
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Results: 동영상 공개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5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Gift Card Calculator: What Is Friendship
Worth To You?

Type: Onlineㅣ Agy: John St.ㅣ CD: Niall Kelly

Challenge: 캐나다의 광고 에이전시 John St.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갖게 되는 커다란 고민거리 하나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다.
Solution: Gift Card Calculator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친구들 선물을 사는 데 얼마를 써야 하나, 얘한테는 얼마짜리를 사주고 쟤
한테는 얼마짜리가 적당할까, 나는 이정도만 해주는데 걔는 나한테 완전 좋은 걸 주면 어떡하지, 반대로 나는 이렇게 괜찮은 걸 주는데 걔는 나한테 싼 걸 선물
하면 어쩌지 등등 고민을 하게 되는 우리...그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 John St.가 그 어려운 일을 해주겠다고 나선 거다. 꽤 과학적인 툴임을 자처한 Gift Card
Calculator는 입력된 예산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친구들의 활동 기록에 따라 가장 비싼 선물을 받을 친구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친구까지 차례대로 나열해준다.
자세히보기

California Milk Processor Board: Nuevas
Tradiciones

Type: Onlineㅣ Agy: Grupo Gallegosㅣ CD: Jose Netto

Challenge: 캘리포니아 유제품 홍보 기관인 California Milk Processor Board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캘리포니아 지역의 히스패닉들을 타깃으로 한 우유 홍보 캠
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우유와 진저브레드의 궁합이라는 오래된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panqué라는 Bimbo사의 파운드케이크를 우유의 새로운 짝으로
소개하고 있다. 결국 우유의 다양한 맛을 홍보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진저브레드가 panqué의 등장에 깜짝놀라며 질투하는 내용의 재미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진저브레드가 산타에게 panqué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직접 우유와 panqué를 먹어본 산타가 오히려 그 맛에 반한다는 내용까지
시리즈로 공개됐다. 히스패닉을 겨냥해 스페인어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물로, 캘리포니아 지역 200여 개 식료품 가게에서 Bimbo panqué와 우유를 함께 먹어
보는 시식회를 열기도 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