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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5월 개봉 예정의 애니메이션 영화 '어글리돌(UglyDolls)'을 홍보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영화 어글리 돌의 화려한 캐스팅 중에는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주인공 모씨(Moxy) 역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켈리 클락슨(Kelly
Clarkson)이 있다. 켈리 클락슨은 영화의 주제곡 'Broken & Beautiful'을 불렀다. 저마다의 개성어린 외모와 성격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영화
의 내용을 담은 'Broken & Beautiful'의 뮤직비디오에는 켈리 클락슨이 자신의 딸 리버 로즈(River Rose)와 함께 등장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가
득한 모씨와 함께 한바탕 재미난 소동을 즐긴다.

Results: 한 달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60만 이상을 기록했다.

UglyDolls: Kelly Clarkson - Broken & Beautiful 
(Produced By Marshmello & Steve Mac) Type: Otherㅣ Agy: Hound (United States) l CD: Jay Mart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63&source=ppt


Challenge: 헤드셋 브랜드 Beats by Dre가 외부소음 차단 성능이 뛰어난 노이스캔슬링 헤드폰을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아일래드 종합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레거는 뛰어난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말썽을 일으키는 악동 이미지가 강하고 외부로부터 많은 루머와 비난
을 듣고 있기도 하다. 그가 실제 경기를 앞두고 Beats by Dre의 캠페인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영상에는 아일랜드에 사는 13살 소년 Liam
이 동시에 등장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우상인 맥그레거처럼 되고자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상대와 겨루러 체육관으로 친구들과
함께 향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이 맥그레거의 어릴 적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목표와 지인과 가족들의
기대를 떠올리며 온전히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는 그는 Beats by Dre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Results: 캠페인 노출 횟수가 2억4천4백만을 기록했고, 동영상 뷰는 5천4백만을 기록했다. 맥그레거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은 96%를 기록했다.

Beats By Dre: Dedicated: The Conor McGregor Story 
Type: Outdoorㅣ Agy: Doomsday (United States l CD: Sanam Petr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38&source=ppt


Challenge: 고객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Priceless Campaign'을 진행해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음악과 기술이 접목된 색다른 경험으로 다
시 한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한다.

Solution: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신보 'Man of the Woods'를 발매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의 신보 발매 홍보를 돕고자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신규 앨범 수록곡들을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열었다. 앨범명에서 착안해 숲속을 테마로 한 파
티로, 파티가 열린 실제 지역은 뉴욕이지만 파티 장소만큼은 나무와 덤불로 장식했고, 파티에 초대된 게스트들은 숲속 향이 나는 향수들을 즐기고,
미슐렝 가이드 별을 받은 레스토랑 Noma에서 만든 흑마늘과 로즈 오일을 바른 개미와 메뚜기 요리를 먹으며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신규 앨범 수
록곡들을 즐겼다. 파티 테마에 맞춰 최대한 편안하게 차려입은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파티에 참석해 게스트들과 어울리고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했다.

Results: 각종 언론에 소개되면서 캠페인 노출횟수가 25억을 기록했다.

American Express: Man Of The Woods Type: Otherㅣ Agy: Momentum (United States
l CD: Arye Dworken, Sam Rest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99&source=ppt


Challenge: 나이키가 'Just Do It' 캠페인 30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미국 내 인종차별에 항의해 경기 전 국가 연주시 무릎을 꿇는 시위를 벌인 전 미국 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이 나이
키 30주년 캠페인 모델이 됐다. 당시 캐퍼닉의 퍼포먼스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릎 꿇기 퍼포먼스에 참여한 NFL 선
수들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일부 선수의 퇴출과 NFL 경기 보이콧을 주장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었던 캐퍼닉은 2017년 팀에
서 방출된 이후 어떤 프로팀에도 차출되지 못했다. 그렇게 퇴물이 된 것으로 여겨졌던 캐퍼닉을 나이키가 캠페인 모델로 내세우며 'Dream
Crazy'라는 슬로건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미쳐라,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무언가를 믿으라고 주문하는 가슴뭉클한 영상을 제작했다.

Results: 캐퍼닉 출연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캠페인 런칭 이후 나이키 제품의 온라인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한 31%를 기록했
다.

Nike: Dream Crazy Type: Otherㅣ Agy: Wieden + Kennedy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51&source=ppt


Challenge: SToK 콜드브루 커피가 밀레니얼 소비자를 타깃으로 인게이지먼트 제고를 노리고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유명 힙합 뮤지션인 릴 존(Lil Jon)과 함께 개인맞춤형 뮤직비디오 만들기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에너지 가득 넘치는 음악으
로 유명한 릴 존다움이 돋보이는 SToK 콜드브루 독점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과 활동분야를 입력하면 자신의 취향을 저
격할 나만의 에너제틱한 뮤직비디오가 완성된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stokyourself로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SToK: SToK Yourself - Lil Jon Hype Track Music Video
Type: Otherㅣ Agy: Fallon (United States) l CD: Boris Opacic, Matt Terre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04&source=ppt


Challenge: 테니스 라켓 브랜드 윌슨(Wilson)이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의 사인이 들어간 Pro Staff RF 97 Autograph 라켓을 한정 출시하며 홍보를 위한 캠
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비스티 보이즈와 작업한 바 있는 유명 음악 프로듀서 머니 마크(Money Mark)와 함께 로저 페더러와 라켓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로 오리지널 오디
오 트랙을 제작했다. 페더러는 이번 음반 작업을 위해 노래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세상에서 제일 잘 하는 테니스만 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사막 한 가운데 만들어놓은 작은 미니 코트 위에 서서 기계에서 발사되는 테니스 공을 목표물을 향해 친다. 바로 옆에서 머니 마크는 공이 바닥
에 튀는 소리,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 테니스공 캔 따는 소리, 스포츠 가방 지퍼 여는 소리 등등을 모두 담아 일렉트로닉 비트에 믹싱해 'Play
Your Heart Out'이라는 타이틀의 흥겨운 트랙을 완성했다. LP 판으로 제작되는 이번 트랙은 한정판 RF 97 라켓, 테니스공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
커 등과 함께 세트로 판매될 예정이다.

Wilson: Play Your Heart Out Type: Otherㅣ Agy: Farm League (United States) l CD: Charlie McDowe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79&source=ppt


Challenge: 화웨이 P20 프로의 브랜드 캠페인 런칭이 목표다.

Solution: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도발과 역설, 풍자와 해학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화웨이와의 콜라보
를 통해 카텔란이 움직이는 인간 옥외광고대가 됐다. 4월 23일, 이탈리아의 카라라 미술 아카데미(Carrara Fine Arts Academy)에서 열린 명예교
수 취임식에 그는 자신의 이마 전체에 화웨이 P20 프로라고 적고 나타나 국내외 기자단을 놀래켰다.

Results: 카텔란이 기자들 앞에 나타난지 6시간만에 각종 패션 및 기술 관련 언론에는 미디어 활용의 범위를 확장시킨 시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또, SNS에는
수천 명의 유저들이 카텔란의 퍼포먼스를 패러디한 UGC를 포스팅했다. 총 2억8천4백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브랜드 상호작용이 2,700% 증가했다.
언론홍보효과는 174.690유로로 기록됐다.

Huawei: Human Billboard Type: Otherㅣ Agy: DLV BBDO (Italy) l CD: Luca Iannucci, Pas Frezz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79&source=ppt


Challenge: 미국 스포츠 신발 전문 쇼핑몰 Foot Locker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Solution: 미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가운데 Horse라는 놀이가 있다. 농구대만 있으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먼저 공을 던진 사람이 묘기를 부리거
나 특정 동작으로 골인을 시키면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동작으로 골을 넣어야 한다. 골을 넣는 쪽이 점수를 획득한다. Foot Locker는 NBA 올스타
선수 제임스 하든(James Harden)과 일반인들의 Horse 게임을 성사시켰다. 유저들이 자신이 묘기를 부려 골을 넣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으
로 올리면, 제임스 하든이 똑같은 동작으로 골을 넣는 방식이다. 제임스 하든이 골을 넣는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공개됐고 수 시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서 Horse가 진행됐다. 결과는 제임스 하든의 승리다.

Results: Foot Locker의 홈페이지 트래픽이 평소보다 10배 증가했다.

Foot Locker: Horse With Harden Type: Online ㅣ Agy: BBDO New York (United States) ㅣ CD: Chris Beresford-Hi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781&source=ppt


Challenge: 과거,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비난 받아왔던 달걀이 최근 미국에서 고단백 음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달걀 위원회 American Egg
Board는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아침 식단으로서의 달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Solution: 미국인의 아침 식탁에서 달걀과 베이컨만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단은 없을 것이다. 이번 American Egg Board의 캠페인 영상에도 달걀과 함
께 베이컨이 등장한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베이컨이다. 바로 유명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이다.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이나 농담을 많이 받았을 케
빈 베이컨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름을 앞세워 달걀 프로모션 캠페인에 등장한 것이다. 주방에서 달걀 스크램블을 요리하는 주부 앞에 느닷없이 나
타나 베이컨 냄새를 마구 발산시켜주는 그는 스스럼없이 자기 이름을 갖고 농담을 먼저 건네다가도 상대방이 베이컨으로 농담을 하면 경계하며 웃
음을 선사한다. 몸소 베이컨 역할(?)로 등장해 'Wake up to eggs with Bacon(달걀과 베이컨으로 아침을 깨우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달걀
홍보대사 케빈 '베이컨'을 보는 재미가 큰 영상이다.

Results: 전년 동기 대비 달걀 매출이 17% 상승했다. 6억8천 만 임프레션, 360만 동영상 조횟수를 기록했다.

American Egg Board: Wake Up To Eggs With Bacon 

Type: Online ㅣ Agy: Grey New York Edelman (United States) ㅣ CD: Brad Mancus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464&source=ppt


Challenge: 탈리스 고속열차가 자동차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리에서 브뤼셀 간 단체 이용객들에게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할인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Solution: 세계 자동차 레이싱계의 전설 세바스티앙 로브를 영입했다. 그는 자신이 파리에서 브뤼셀까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용을 원하는 사람
들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속도가 좀 과하게 빠를테니 유념하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2만 여 명이 지원한 가운
데 3명이 뽑혔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서 전설의 레이서와 만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는 나오질 않고 자꾸만 어딘가로 걸어가더니 결국
은 기차역에 도달해 세바스티앙 로브의 안내를 받고 시속 300km의 열차에 오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세바스티앙 로브의 팬페이지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Results: 21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동영상 조횟수는 90만을 기록했다.

Thalys: Carpooling At 300kph Type: Promo ㅣ Agy: Rosapark Paris France ㅣ CD: Jamie Standen, Mark Forg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38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