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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캠페인



Challenge: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맞이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Joy Is Near'란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바깥 사정 때문에 무료하게 집안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내게 된 어느 가족이 마법처럼 여
행 가방에 이끌리어 가까운 호텔들로 여행을 하며 근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으로, 멀리 여행은 못 가는 상황이지만 기쁨은 가까이에 있다는 타이틀
처럼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서 여행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호텔 이름들까지 자세히 등장해 메리어트의 멤버십 프로그램 '메리어
트 본보이'만 있으면 제휴 유명 호텔 30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켰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Marriott International: Joy Is Near Type: Filmㅣ Agy: 72andSunnyㅣ CD: Ralph Kara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78&source=ppt


Challenge: 시리얼 브랜드 치리오스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1999년에 제작됐던 TV광고 영상을 소환했다. 당시 영상은 할머니가 어린 손녀딸을 앉혀 놓고 치리오스를 이용해 넓은 미국 땅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이름과 위치를 설명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먼 길을 왔음을 알려주는 사랑스러운 영상이었다. 2020년이 됐고,
훌쩍 커버린 손녀딸은 팬데믹 때문에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쓸쓸히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때 할머니로부터 치리오스를 택배로 선물받고는 기쁜 마음에
영상통화를 연결해 할머니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치리오스를 가지고 가족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을 설명하고 손녀딸에게 사랑을 전한
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7만 뷰를 기록했다.

Cheerios: Holiday Traditions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84&source=ppt


Challenge: 영국 TV 방송사 Channel 4가 크리스마스 브랜드 캠페인을 최초 제작한다.

Solution: #MerryDifferent라는 타이틀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산타클로스의 수석 요정이 사무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산타가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캔슬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소식을 전한다. 부활절 토끼, 이빨요정, 성패트릭데이의 마스코트 난쟁이, 큐피드, 할로윈 유령 등 다소 독특한 조합의 직원들은 크리
스마스를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다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에 이른다. 그러던중 별안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캐릭터가 등장해 다양한 마스코
트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기특한 발언을 하며 갈등 상황을 종료시킨다. 아주 독특하게 생긴 이 신참은 팬케익 데이의 팬케
익이란다. Channel4는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메시지를 재미난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6만 뷰를 기록했다.

Channel 4: #MerryDifferent Type: Design&Brandingㅣ Agy: 4Creativeㅣ CD: Jeff Low, David Kolbus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52&source=ppt


Challenge: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통신 기술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캐나다 통신사 Bell
Canada가 이런 사실에 착안한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려고 한다.

Solution: 두 편의 영상 'I'll be Home'과 'In the Key of Bell'을 공개했다. 각각 다른 분위기와 내용의 영상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Bell Canada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In the Key of Bell' 영상은 전화가 발명된 1940년대부터 시작해 5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
대별 전화와 통신 기기들이 등장해 각각의 벨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롤 'Carol of the Bells'를 연주하며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I'll be Home'은 2차 대전이 끝
나고 군인이 집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간다(I'll be home)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양한 시대별 캐릭터들이 등장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유명
한 빙 크로스비의 노래 'I'll be Home for Christmas'의 가사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감동을 안긴다.

Results: 유튜브 한 달간 조회수가 'I'll be Home'은 56만 뷰, 'In the Key'는 75만 뷰를 기록했다.

Bell Canada: I'll Be Home Type: Filmㅣ Agy: Zulu Alpha Kiloㅣ CD: Rob Tarry, Christina Y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80&source=ppt


Challenge: 맥도날드가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를 맞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사춘기 아들의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이 장식해보자고 하고, 장을 보러 가서
는 사슴 뿔 장식 머리띠를 하고 아들을 웃기려고 하지만 번번이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반응과
는 정반대였다. 크리스마스에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속으로는 신나고 재미있어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 뿐이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아들은 맥도날드를 함께 먹으면서 마음을 풀기로 하고, 막상 눈싸움을 걸어왔지만 아들의 반응이 미리 두려웠던 엄마에게 이번
에는 웃음을 보내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와 함께 트리도 장식하고,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며 산타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에게 줄 간식도 준비한다. 맥도날드는 이번 'Inner Child' 캠페인을 런칭하며 애니메이션 영상 속 모자처럼 어려
운 형편에 힘들고 외로워할 가정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100만 개의 식사를 제공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69만 뷰를 기록했다.

McDonald's: Inner Child Type: Filmㅣ Agy: Leo Burnet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78&source=ppt


Challenge: 가정용 다목적 종이 타월 Plenty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부터 주인공 남자에게는 시련 아닌 시련의 연속이 펼쳐진다. 북적북적하게 모인 가족들과 반려동물들
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배설물, 음식물에다 자신의 코피까지 덮쳐서 Plenty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아주 재미나게 그려졌다. 가
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해먹고 즐기는 과정에서 늘상 일어나기 마련인 실수들과 오염들로 몸도 바쁘고 때론 화도 나지만, 이게 다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가.
특히, 올해 같이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그리울 수밖에 없는 연말연시 풍경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3만 뷰를 기록했다.

Plenty: Xmess Type: Otherㅣ Agy: AMV BBDOㅣ CD: Toby Allen, Jim Hil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52&source=ppt


Challenge: 수공예 용품 전문점 Joann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족들과 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장식품을
만들어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볼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Solution: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웹시리즈 'Working from Home with Phyllis'를 공개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피스'에서 필리스 역으로 등장하는 배우 필
리스 스미스가 필리스로 출연해 재택근무를 하면서(혹은 하는 척을 하면서) 그의 절대적인 취미생활인 뜨개질에 전념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영상이다.
총 3부작으로 이뤄진 영상에는 빈센트 그린-하이트 등 만들기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Results: 'Crochet Kitten Mittens with Phyllis and Vincent' 영상이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4만 뷰를 기록했다.

Joann: Crochet Kitten Mittens With 
Phyllis And Vincent

Type: Filmㅣ Agy: Where Eagles Dareㅣ CD: Zam Cadd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32&source=ppt


Challenge: 리테일러 Aldi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Solution: 지난 크리스마스 영상에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당근 캐릭터 'Kevin the Carrot(캐빈 더 캐럿)'이 돌아왔다. 며칠 전, 당근 캐빈은 영화 탑건 스타
일로 제트기를 타고 하늘을 환하게 밝히다가 낙하산을 타고 불시착하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소재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과연 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캐빈이 고슴도치의 도움을 받아 깊은 협곡과 물살 빠른 강을 무사히 건너고, 산타할아버지를 만나 영화 ET가
생각나는 장면을 연출하며 가족이 애타게 기다리는 집으로 크리스마스에 맞춰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 집에는 Aldi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어 더욱 포근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47만 뷰를 기록했다.

Aldi: Kevin’s Out In The Cold Type: Filmㅣ Agy: McCann U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94&source=ppt


Challenge: 펩시 맥스(Pepsi Max)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영국 힙합 아티스트 TrueMendous, Kamakaze가 등장해 시원한 랩을 선사하는 TVC 영상 'Christmas Refreshed'를 제작했다. 고요한 밤을 외치는 크
리스마스는 이제 저리 가라. 힙한 분위기의 방방 뜨는 새로운 바이브의 크리스마스가 왔다. TrueMendous와 Kamakaze는 무설탕이지만 맛은 극대화함으로써
입안은 물론, 기분까지 상쾌하게해주는 펩시 맥스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리프레시할 신나는 랩을 선보인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5만 뷰를 기록했다.

Pepsi Max: Christmas Refreshed Type: Onlineㅣ Agy: Truant Lond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69&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피자 전문점 Boston Pizza가 크리스마스 메뉴 Christmas Pizza를 출시하며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최초로 피자를 테마로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다. 'Chorus of the Pizza'란 제목의 캐롤은 신메뉴 Christmas Pizza의 재료를 소개하는 캐
롤로, 캠페인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피자를 배달 받을 때도 들을 수 있다. Christmas Pizza를 행사 기간 동안 주문하는 고객에게 랜덤 발송되는 피자 상자는 열
었을 때 Chorus of the Pizza가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상자를 닫으면 음악이 끊기고, 열면 다시 재생된다. 피자 캐롤을 놓치는 이들을 위해 스포티파이로도 음
원을 공개한다.

Boston Pizza: Christmas Pizza Carol Type: Promotion&Eventㅣ Agy: John St.ㅣ CD: Matt Dilmor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25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