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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베스트 캠페인



Challenge: 미국 하드셀처 시장 1위 브랜드 White Claw가 브랜드 최초의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Let's White Claw'란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White Claw의 팬들은 SNS와 인터넷에서 짤과 셀카 등을 대량 생산해 독특한 하위 문화를 만드는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며 경쟁 브랜드들보다 46배나 많은 SNS 멘션을 생성했다. 이번 캠페인은 White Claw의 이런 팬덤과 UGC에 기반해 제작됐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촬영한 다양한 컨텐츠들의 모음이 이번 캠페인 영상이다. 크리에이터들도 직접 출연한 컨텐츠는 수
백 편에 달한다.

Results: 'Let's White Claw: Roller Girl' 편은 4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25만 뷰를 기록했다.

White Claw: Let's White Claw Type: Design&Brandingㅣ Agy: Rothcoㅣ CD: Fred Bosc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97&source=ppt


Challenge: 포르쉐 코리아가 순수 전기차 타이칸의 출시를 앞두고 포르쉐의 역사와 전통을 표현함과 동시에 미래 자동차 기술을 향해 질주하는 포르쉐의 미
래지향성을 나타낼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서울 한복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761마리의 홀로그램으로 된 말이 등장했다. 761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S의 최고 출력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포르
쉐 크레스트 속 도약하는 말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말은 활기 넘치는 젊은 말을 시각화했다. 타이칸 홀로그램은 이틀간 서울 전역을 달리며 스케일
이 포르쉐의 남다른 도전 정신을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39만 뷰를 기록했다.

Porsche: Seoul, Electrified Type: Design&Brandingㅣ Agy: J4Dㅣ CD: Hyunseung Yo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68&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기초 화장품 브랜드 Consonant Skin+Care는 성능이 입증된 제품과 함께 명상과 영양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을 함께 제안하는 브
랜드다. 이번에 리브랜딩을 하며 새로운 비주얼 아이덴티티, 패키징, 웹사이트를 도입함은 물론, 제품과 운동, 정신건강 등을 함께 강조하는, 피부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더욱 부각시킬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3,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절반이 안 됐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Consonant Skin+Care는 캐나다 여성들이 그동안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를 이
야기하기로 했다. 자위가 스킨케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다. 보다 개방적인 논의를 위해 정신요법의사 겸 성 연구가 테일러 놀란과 함께 'The More You O'
라는 제목의 팟캐스트를 총 6부작으로 진행한다. 팟캐스트 홍보를 위해, 먼저 Consonant Skin+Care는 마스크팩, 향초, 성인용품 등으로 구성된 제품 Come
and Glow Bundle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Consonant Skincare: The More You O Type: Design&Brandingㅣ Agy: Zulu Alpha Kiloㅣ CD: Ryan Boot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93&source=ppt


Challenge: 소프트웨어 기업 Citrix는 기술을 통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은 경험이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
기 위해 필요한 툴들을 갖추고 있고, 개인적인 발전과 목적의식이 기반이 된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험을 말한다. 이는 성공으로도 직결된다. Citrix가 이러한
비전을 밝힐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You're made for bigger things'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는 뜻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Citrix 기술이 장애
물을 거둬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도움으로써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Superhero'는 Citrix 기술에 의존해 직원들을 지원해
온 고객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캠페인 영상으로, 사람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마법과 같은 감정을 담았다. 특히, 사람들이
Citrix 기술력을 통해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SF 영화에서 사용되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 진짜 슈퍼히어로 같이 보여지도록 했다.

Results: 3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29만 뷰를 기록했다.

Citrix: You're Made For Bigger Things Type: Filmㅣ Agy: Hugeㅣ CD: Judith Veeneddaa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54&source=ppt


Challenge: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미술용품 판매점 Michaels가 비용과 편리성에 의존하는 경쟁사들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이에 할인 쿠폰 발행에
의존하는 브랜드가 아닌 예술가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에이티브들을 위한 브랜드로서 리브랜딩을 하고자 한다.

Solution: 'Made By You' 캠페인을 런칭했다.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직접 손으로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Makers)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Michaels는 이런 Makers들을 찾아가 이들이 각자의 작업공간에서 직접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꿰매고, 뜨개질하는 모습들을 영상에 담았다. 영상은 유튜브
영상 외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 포맷에 맞도록 제작돼 오디언스들이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탭하면서 가상으로 Makers들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5개월간 유튜브 조회수 89만 뷰를 기록했다.

Michaels: Made Type: Filmㅣ Agy: RGA Austin 405ㅣ CD: Todd Selb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15&source=ppt


Challenge: 아랍에미레이트는 50년 만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사막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슬로건을 원칙으로 삼아 아랍에미
레이트는 기네스에 등재된 랜드마크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를 넘어 190여 국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글로벌 허브가 됐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화성 탐사선
Hope Probe의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새로운 캠페인을 런칭해 꿈을 실현시켜주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Solution: 미국의 인기 코미디 배우 케빈 하트(Kevin Hart)와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약속하는 캠페인 'Mars Shot'을 런칭했다. Hope
Probe 탐사선 발사 성공에 착안한 Mars Shot 캠페인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의 가장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영상
들 중 최우수작 3편을 선정해 아랍에미레이트는 영상 주인공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다.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는 케빈 하트는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을 통해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The Emirates: Mars Shot Type: Film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30&source=ppt


Challenge: 일회용 용기 사용 줄이기를 목표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탄산수 제조기 브랜드 소다스트림이 2020 슈퍼볼 시즌 맞이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
한다.

Solution: 과학자이자 TV 셀럽인 빌 나이(Bill Nye)와 나사의 화성 탐사 캠프에 참여한 최연소 예비 우주비행사 알리사 카슨(Alyssa Carson)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빌 나이가 단독으로 출연하는 영상에서 그는 화성탐사가 가치 있는 시도이긴 하나 아직 인간을 보내기엔 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곧 누군가 그에게
어떤 말을 전하자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다. 곧이어 'something big is bubbling 2.02.2020'이란 텍스트로 티저 영상이 마무리된다(2020년
2월 2일은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이다). 그 다음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인간이 드디어 화성에 도착해 물을 발견한다. 빌 나이는 이에 대해 세상 모든 것을 바꾸
는 발견이라며 감격해 한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리가 나서 모두들 돌아본 그곳에서는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화성에서 가져온 물을 소다스트림에 넣어 탄산
수로 만들어 먹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소다스트림은 2025년까지 지구상에서 670억 개의 일회용 용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강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 행성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가 6일간 591만 회를 기록했다.

Sodastream: Sodastream Discovers 
Water On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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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14&source=ppt


Challenge: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MBA 프로그램 소속 학생 자치단체 Women in Business가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 포용성(gender
inclusivity)과 차별 없는 기회를 지지한다는 미션을 반영할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입하고자 한다.

Solution: 미래의 경제계를 이끌 여성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Women in Business는 모두를 환영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성중립적인 브랜드 아
이덴티티를 디자인했다. 아울러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연례 컨퍼런스인 Equall과 Women in Business가 모두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공동의 통합 목표까지도 아우른다. 기존의 로고와 아이덴티티가 딱딱하고 기업적인 분위기가 강했다면, 새 로고와 아이덴티티는 현대적이고 진보
적이어서 단체의 가치와 비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 적용이 가능하다. 색상도 대담하고 밝은 색상을 적용해 기존의 정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와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했다. Equall이란 글자에도 열린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대화를 만들어내고 경계는 허물겠다는 목표를 시
각화했다.

Equall: New Identity Type: Design&Brandingㅣ Agy: StormBrand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34&source=ppt


Challenge: 지난 80여 년간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폭스바겐 비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폭스바겐은 비틀에 아름다운 작별을 고하며 새로운 미래의 시
작을 알리는 브랜딩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 자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의 세월 동안 늘 함께해온 비틀이 'The last mile', 즉 마지막 여정
의 길을 떠난다. 이때 그를 환송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는 비틀 헌정 작품을 만들었던 앤디 워홀, 영화 풋루즈에서 비틀을 탔던
케빈 베이컨 등 유명인들도 보이고, 시대를 풍미했던 시위대, 여행자들도 등장한다. 영상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한편, SNS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비틀
과 관련된 사연들을 올리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폭스바겐은 하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다른 길이 시작된다는 텍스트를 통해 전기자동차
시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16만 회를 기록했다.

Volkswagen: The Last Mile Type: Filmㅣ Agy: Johannes Leonardoㅣ CD: Cecilia Guerrie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90&source=ppt


Challenge: 개인 웹사이트 제작 툴 Squarespace의 브랜딩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서미 스트리트에 등장하는 머펫 중 늘 쓰레기 더미 속에 살며 불행과 고독을 즐기는 털복숭이 오스카 더 그라우치(Oscar the Grouch)를 등장시킨
재미난 영상 'A Cautionary Tale'을 공개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고 있는 오스카 더 그라우치를 발견하고는 그의 쓰레기 더
미가 예술작품이라고 칭찬을 한다. 여자는 곧장 Squarespace 웹사이트로 오스카와 작품(?) 사진을 올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오스카는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다. 예술 문화계와 언론에서는 그를 초청하지 못해 안달이 났고, 대중은 열광했다.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순간에 '모두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
다', '내 인생 최고로 불행한 나날이다'라고 불행을 호소하던 오스카는 순간 자신의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 그는 원래가 불행을 즐기는 존재 아니었던가. 그렇
다면 인생 최고로 불행한 지금이 가장 기뻐할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Squarespace 덕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947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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