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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외관,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캠페인



Challenge: 우크라이나의 호르티지아섬은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 노라운 비밀과 잊혀진 신화, 전설로 가득한 곳이다. 올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민들에게도 관심 밖의 대상인 호르티지아섬을 레노베이션하며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Solution: 섬의 신비 컨셉에 맞춰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느낌의 브랜딩을 선보였다. 호르티지아섬의 식물, 돌, 바위, 공예품, 신화와 전설을 담은 이미지들을
테마로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만든 것. 또, 우크라이나어로 호르티지아의 첫 알파벳인 X에 섬의 자연과 역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더해 24가지 버전의 로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마치 암호를 풀듯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바라보면 몰입도가 상승하면서 섬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Results: 프로젝트 첫 달에 미디어 노출횟수 800만을 기록했고,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Khortytsia: The Island Of A Mystery Type: Design&Brandingㅣ Agy: Bickerstaff.679ㅣ CD: Ilia Anufrienk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217&source=ppt


Challenge: 이온 음료 포카리스웨트는 땀으로 소실된 체내 수분을 빠르게 충전시켜주는 기능성 음료다. 태국에서 포카리스웨트는 운동선수들만 마시는 음료
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운동 후뿐만 아니라 잘 때나 과음을 했을 때 등 일상 생활에서도 수분이 손실된다.

Solution: 포카리스웨트 한 병이면 모든 일상 활동에서 손실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수분으로 채워진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시각화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하는 모공으로부터 땀이 나오는 모습으로 인체 실루엣과 손에 든 포카리스웨트까지 표현한 이미지로 핸드 페인팅과 기술의 결합으로 표
현했다. 대중들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분 소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ocari Sweat: Fast Rehydration Type: Outdoorㅣ Agy: Dentsu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196&source=ppt


Challenge: 맥주 브랜드 SingleCut은 그 이름을 기타 디자인 중 하나인 싱글컷에서 착안했다. 이번에는 SingleCut이 한걸음 더 나아가 Notes IPA라는 맥주를
출시했다. 맥주 이름에 음표(note)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다. 이에 SingleCut이 맥주를 즐기고 동시에 기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출시한 Notes IPA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맥주 캔에서부터 패키징까지 온통 기타 초보자를 위해 꾸몄다. 심지어 캔 따개까지 기타 픽 모양으로 제작해 실제로 연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Notes IPA는 각각이 기초 기타 코드인 C, D, G 메이저, E 마이너를 나타낸다. 캔에 프린트되어 있는 음표대로 손가락을 대고 맥주
캔을 잡으면 저절로 각 코드를 연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냅챗 AR 기능을 활용해, Notes IPA 맥주캔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스크린 터치로 코드
연습을 할 수 있다. 네 가지 버전을 모두 포장하는 패키징은 디자인 자체가 포지션 마크가 있는 기타 지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이 된다.

SingleCut Beersmiths: SingleCut Notes IPA Type: Design&BrandingㅣAgy: Zulu Alpha KiloㅣCD: Zak Mroue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58&source=ppt


Challenge: 음료 브랜드 Borjomi는 항상 새해가 되면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였다. 올해는 중앙 아시아의 설날(3월)인 노루즈를 맞아 그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한
디자인의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고자 한다.

Solution: 다양한 민족이 기념하는 노루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고유의 특징과 관습들로 지켜지고 있다.
이에 Borjomi가 이들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독특하고도 희망적인 분위기의 것을 찾아냈다. 바로 튤립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여러 중앙 아시
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다. 이 튤립을 상징으로 하여 Borjomi는 대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와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만들어 한정
판 패키지에 적용했다.

Results: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번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출시했고, 언론과 SN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Borjomi: Nauryz Limited Edition 
Packaging For Central Asia

Type: Design&Branding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318&source=ppt


Challenge: Pocky(포키)는 수십 년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초콜릿 과자다. 맛도 여러 가지에다 손에 잘 묻지 않는 깔끔한 타입이라 먹기에 편하다.
또, 친구와 나눠 먹기 좋아서 어린이들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다. 하지만 20대 초반 소비자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약하다. 이에 20대 초반 소비자
들이 포키를 재미있게 즐기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했다.

Solution: 비비드한 색상과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새로운 패키징 디자인을 도입했다. 기존의 과자 실물 이미지 대신에 포키를 심플하게 표현한 디자인을
패키징에 넣었다. 스타일을 입은 새 패키징은 고급 식료품 판매점과 아울렛에서만 독점 판매했고, SNS에서는 뉴 패키징을 패션 기프트 아이템으로 홍보했다.

Results: 타깃 오디언스 사이에서 매출과 브랜드 가시성이 크게 향상됐다.

Pocky: Pocky THE GIFT Type: Design&Brandingㅣ Agy: Dentsu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65&source=ppt


Challenge: 시트로엥이 누구나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초소형 순수 전기차 '아미(Ami)'를 출시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카셰어링 서비스 Free2Move와 손잡고 'Ami❤️ Paris' 캠페인을 런칭했다. 컬러풀한 파리지앵들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캠페인으로
몽마르트, 생제르맹, 샹젤리제, 에펠탑 등 파리의 유명한 20개 구역을 모티브로 맞춤형 디자인의 Ami를 선보였다. 몽마르트에 거주하는 아티스트 데이빗 트오
즈, 벨빌에 사는 유스호스텔 직원, 자벨 구역을 통해 파리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뱃사공 등 각 구역에 사는 실제 주민이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며,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파리지앵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니 다큐도 공개된다. 맞춤형 Ami는 조만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파리에서 만
날 수 있다.

Results: Spandex 3M & Spandex의 커버 콘테스트 1등을 수상했습니다.

Citroën: Ami❤️ Paris Type: Design&Brandingㅣ Agy: BETC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12&source=ppt


Challenge: 그동안 휴대용 술병은 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는 것쯤으로만 생각됐다. 'The more you push your boundaries, the more you taste out of life(한계
에 도전하면 할수록 인생의 다양한 맛을 음미하기 마련)'이라는 테마의 캠페인을 진행 중인 조니워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휴대용 술병에도 예술적 터치를 가
미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Solution: 휴대용 술병이 더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할 패션 아이템이 됐다. 총 네 개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조니워커 휴대용 술병은 조니워커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의 향과 맛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브라질 출신의 두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조니워커 레드 라벨의 톡쏘는 매운 맛을 그림으로 표
현했고, 화가와 타투 아티스트는 블랙 라벨의 훈제향을 표현했다. 현재 브라질의 디아지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Johnnie Walker: CP+B Brazil: Johnnie 'N' Go Type: Design&Brandingㅣ Agy: CP+B Brazi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68&source=ppt


Challenge: 'Bulleit Frontier Work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브랜딩을 해오고 있는 위스키 브랜드 Bulleit이 이번에는 위스키 병 디
자인에도 첨단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고자 한다.

Solution: 마이애미 출신 미술가들과 컬래버를 통해 위스키 병 안에 그림을 넣은 컬렉션을 완성했다. 총 12가지로 출시되는 이번 한정판 Bulleit Art in a Bottle
컬렉션은 병 속에 배를 넣는 추억 속 ship in a bottle에서 착안한 것으로, 마이애미 아트 위크(Miami Art Week) 주간에 첫선을 보인다. Bulleit은 이번 컬렉션을
기존에 이미 선보인 바 있는 3D로 만든 바 및 칵테일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예술, 칵테일, 기술, 디자인이 한자리에 결합된 아트 뷰잉(art viewing)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컬래버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대형 벽화를 현장에서 라이브로도 작업할 예정이다.

Bulleit: Art In A Bottle Type: Design&Brand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07&source=ppt


Challenge: 풍부한 맛이 전하는 'Pleasure(기쁨)'을 강조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매그넘(Magnum)은 광고캠페인에 예술성을 더하면서 맛을 넘어선 감각의 기
쁨과 환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기조를 이어갈 캠페인을 새로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도사진작가들로 구성된 자유 보도사진 작가 그룹인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와 함께 'Magnum by Magnum'이란 제목
의 한정판 포토북을 제작했다. 세계적 명성의 포토그래퍼들이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솔직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
한 사진 총 40점이 담긴 이번 포토북은 보는 이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올해 런던의 매그넘 매장에서 포토북을 공개한
데 이어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공개중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캠페인 해시태그 #truetopleasure로 자신의 진정한 즐거움의 순간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참가자
들 가운데 5명에게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포토북 하드카피가 무료 증정된다.

Magnum: Magnum By Magnum: 
Photographer Interviews

Type: Direct Marketing ㅣ Agy: MullenLoweㅣ CD: Pancho Cassis, 
Tomás Ostigli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55&source=ppt


Challenge: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샤워할 때 맥주를 마시는 것을 생각해보거나 실천해봤을 것이다. 스웨덴의 맥주 브랜드 Pang!pang!이 최초의 샤워
맥주 'Shower Beer'를 제작해 맥주 애호가들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Solution: 샤워가 길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약 세 모금 정도면 끝날 용량 18cl의 달콤하면서도 강한 맛의 페일 에일(pale ale) 맥주를 만들었다. 샤워할 때 마시
는 맥주라는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맥주병다우면서도 샤워젤 용기같은 분위기의 갈색병과 핑크색 뚜껑의 조합으로 맥주병을 디자인했고, 포스터에는 샤워
거품이 부드럽게 묻어있는 맥주병을 디스플레이했다.

Results: 생산된 첫 번째 배치가 런칭 파티 때 판매완료됐다.

Pang!pang!: Shower Beer Type: Design&Brandingㅣ Agy: Snas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20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