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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GM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Ultium Platform(얼티엄 플랫폼)'을 런칭하며 새로운 기업 목표인 'Everybody In(에브리바디 인)'을 발표했
다. GM은 이를 선언할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이제는 엄연히 전기차의 시대다. GM은 영상에서 이 같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뒤쳐지지 않고 발전해나가자고 말한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는 세대의 구별 없이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세대를 'Everybody', 혹은 'Electric'을 표방하는 Generation E(제너레이션 E)의 세대라고
천명한다. GM의 얼티엄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올라가 당당하게 Generation E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38만 뷰를 기록했다.

General Motors: Generation 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76&source=ppt


Challenge: 중동지역과 UAE의 대표 유아동 용품샵 Babyshop이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UAE) 건국 49주년을 기념해 미래 세대들과 함게 만들어갈 새로운 UAE
를 기약할 브랜딩 캠페인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Solution: 지난 49년간 UAE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Babyshop은 영상에서 UAE의 눈부신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
곳곳을 보여줌과 동시에 엄마 뱃속 태아들의 활기차게 움직이는 초음파 영상들을 보여주며, 태아들을 향해 선배들의 끈기와 노력을 배워 우주까지도 시선을
향해 더 나은 미래 50년을 만들어나가자고 이야기한다.

Results: 두 달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Babyshop: Our Heartbeats Type: Design&Branding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04&source=ppt


Challenge: 미국 자동차 보험사 Root Insurance가 공정성과 업계 혁신 주도라는 가치를 내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가장 성공적인 흑인 레이서로 평가받고 있는 부바 월리스(Bubba Wallace)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
동을 지지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고, 그의 경주차는 흑인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차로 디자인됐다. 그리고, 백인 지배적
인 미국 자동차경주대회 나스카(Nascar)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던 남부연합기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앞장서서 요구했다. 그러던 그에게 경기 전 날, 사건이 발생
했다. 경주차가 주차돼 있는 차고에 과거 백인이 흑인을 린치, 살해할 때 쓰던 올가미가 발견된 것.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고, 크게 보도가 되면서 팬들은 월
리스에게 열띤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증오범죄가 아니였다는 FBI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월리스에게 인종
차별 위협의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Root Insurance는 이 사건을 캠페인 영상을 통해 재현했고, 정의를 추구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월리
스는 사과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로 그를 대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Root Insurance는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는 업계에서 비록 잡음이 있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당당히 밀고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려고 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9만 뷰를 기록했다.

Root Insurance: Progress Owes No Apology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 New Yor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79&source=ppt


Challenge: 토론토 공항철도 UP Express가 코로나19 시대에 철저한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Safety Never Stops(안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란 제목의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멈추지 않는 운행과 안전이라는 철도 서비스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간 제목의 영상은 요즘 흔히 말하는 'unsung heroe(숨은 영웅)'으로 다름 아닌 마스크, 손소독제, 알콜소독제 등을 꼽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
제, 알콜소독제별로 제작된 영상은 각 아이템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낮은 자세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함과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가 'Everything We're Doing' 영상이 99만, 'Wear a Mask Covering'이 42만, 'Enhanced Cleaning'이 40만 뷰를 기록했다.

UP Express: Safety Never Stops Type: Filmㅣ Agy: BBDOㅣ CD: Matty McKan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31&source=ppt


Challenge: 포드는 미국을 위해 만든 자동차라는 'Built For America' 캠페인을 진행 중인 포드 자동차가 새 브랜딩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려고 한다.

Solution: 'We Built Them A Truck'이란 제목의 영상은 포드 트럭이 탄생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인들의 삶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튼튼하게 세우고 개
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음을 역설한다. 하지만 트럭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내세우고, 미국인들이 포드 트럭에 갖고 있는 유대감을 강조하며, 영상은 미
국 트럭 시장의 부동의 1위 브랜드 포드의 자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Results: 유튜브에서 3주간 조회수 142만 뷰를 기록했다.

Ford: We Built Them A Truck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Eric Helin, Stuart Jenning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37&source=ppt


Challenge: 이케아가 저렴한 가격에 가구를 판매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비즈니스와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에 이케아가 오랫동안 지켜온 여러 기업적 실천들과 프로그램들 뒤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이
유를 소개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Why We Make'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목적이 중심이 된 혁신적 제품 개발, 가격 인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포용적 고용 정책, 지역사회 개
발 등 이케아 비즈니스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는 영상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Results: 2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 118만을 기록했다.

IKEA: Why We Mak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Ogilvyㅣ CD: Vicki Azari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16&source=ppt


Challenge: 중국 설날을 앞두고 장보기, 패션, 배송, 음식 배달까지 모두 다 되는 그랩(Grab) 앱의 편리함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는 것이 목표다.

Solution: 엄마가 설날을 앞두고 전투력이 폭발했다. 무술의 일종인 차이타이를 써가며 설날 준비에 필요한 장보기와 설날 입을 옷구매, 설날에 먹고 싶은 음
식까지 식구들에게 전부 시킨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아빠와 형, 누나는 똑같이 차이타이로 응수하며 일거리를 모두 막내인 나에게 맡긴다. 왜 다 나한테 시키
냐며 울면서 뛰쳐나간 마당에서 정원사 할아버지는 차이타이 신공을 가르쳐주셨다. 특훈으로 전수받은 차이타이로 나는 강해졌다. 집안으로 들어간 나는 그
모든 심부름을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당당히 그랩앱에 시켰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쏜살같이 일사천리에 이뤄졌고,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한 설날
을 맞이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30만 회를 기록했다.

Grab: CNY 2020: Grab Huatever You Want, 
Grab Got!

Type: Filmㅣ Agy: Fishermen Integrate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17&source=ppt


Challenge: 토요타 자동차는 2017년 말에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글로벌 공식후원사로서 'Start Your Impossible' 캠페인을 런칭하며 자동차 회사에
서 모빌리티 회사로서의 인식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개설된 캠페인 웹사이트 StartYourImpossible.com에 새로
운 브랜딩 캠페인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혁신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Solution: 새로 공개된 브랜딩 캠페인 영상 'Touch'는 작은 상상력이 어떻게 도시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린 꼬마가 도쿄의 이곳저곳을
다닐 때 그의 손길이 닿는 대로 장애인 전용 택시, 로봇, 이동식 자전거 수리차, 인공지능 자동차, 수소전지 버스 등등이 생겨난다. 재미난 상상력이 뛰어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도쿄올림픽에 선보이게 될 모빌리티 제품들이 등장해 기대감을 더욱 고취시킨다.

Results: 토요타인도네시아 유튜브 채널에서 본 영상의 조회수가 3주 만에 958만 이상을 기록했다.

Toyota: Start Your Impossible Type: Design&Brandingㅣ Agy: Saatchi & Saatchi , Dentsu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137&source=ppt


Challenge: 현대 사회 최고의 이슈 중 하나가 보안이다. 온라인 개인정보에서부터 가정과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145년 전통의 보안
업체 ADT는 단순히 외부침입자로부터 집을 지키는 가정용 경비 보안 업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사람'을 보호하는 기업으로서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구축하고자 한다.

Solution: 'What do you want to protect?',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가
자신이 가장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함으로써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안 받게 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반려견, 자녀, 집, 사업, 부모님, 데이터,
자동차 등등 무엇이든지 상관 없다. ADT는 고객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과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브랜딩 캠페인은 TV, 디지
털, SNS, OOH 등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ADT: What Do You Want To Protect? Type: Film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46&source=ppt


Challenge: 광산 및 암굴착, 금속절삭, 소재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업 샌드빅(Sandvik)이 금속절삭, 소재 기술,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기타리스트들이 공연 도중 기타를 부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스웨덴 출신의 기타 거장 잉베이 맘스틴만큼 수십년간 기타를 박살 내온 록스타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착안한 샌드빅은 세계 최초로 전체가 금속으로 된 부서지지 않는 기타를 제작해 잉베이 맘스틴에게 제공했다. 마음대로 박살 내보라고 하면서
자사의 최첨단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최초의 파손 방지 기타를 든 잉베이 맘스틴은 미국 공연에서 열광하는
관객들 앞에 정말 몸이 부서져라 기타를 내동댕이쳐봤지만 기타는 절대 부서지지 않았다

Sandvik: The Smash-Proof Guitar Type: Otherㅣ Agy: Forsman & Bodenforsㅣ CD: Kim Cram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1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