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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커피 브랜드 Chameleon Organic Coffee가 프리미엄 원두커피를 새로 출시하면서 버즈를 일으킬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오스틴, LA, 뉴욕 등 세 개의 도시에서 각 지역 스트릿 아티스트들과 벽화 작업을 라이브 행사로 진행했다. 각 지역 아티스트들은 Chameleon
Organic Coffee의 마스코트인 카멜레온을 소재로 자신의 삶의 모토를 이야기와 작품으로 풀어냈다. 브랜드의 새로운 캠페인 슬로건 'Refuse To Blend In'처럼
함부로 섞이지 않고 각자가 태어나 살고 있는 도시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과 진정성을 고집하며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티스트들의 이야
기가 화려한 벽화와 함께 펼쳐진다. 한편 시민들이 벽화 속 QR 코드를 이용하면 그 자리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팝업 커피샵 경험을 제공했다. QR 코드
로 브랜드와 각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디지털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Chameleon Organic Coffee: Refuse To 
Blend In - Our Roots

Type: Outdoorㅣ Agy: The Man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015&source=ppt


Challenge: 200년 전, 과나카스테주가 코스타리카 영토에 합병이 된 이래로 매년 7월을 합병의 달로 기념하고 있다. 합병과 함께 과나카스테주의 마을 과이틸
의 5천 년 된 도자기 기술도 함께 유입이 됐고,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과이틸의 주민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Solution: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자기 장인들을 돕고자 KFC가 합병의 달을 맞아 KFC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 버킷과 과이틸 도자기를 합병(?)했
다. 과이틸 도자기의 전통 문양과 KFC 로고가 합쳐진 이번 합병 버킷은 전부 과이틸 도자기 장인들이 전통 기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코스타리카에 KFC 매장이
총 45개가 있다는 데 착안해 45점의 버킷을 제작했고, 전시회를 거친 후 과이틸 돕기를 위한 경매에 부쳐진다.

KFC: The Annexation Buckets Type: Filmㅣ Agy: Havasㅣ CD: Javier Abarca, Yeudy Guid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791&source=ppt


Challenge: 예술과 포르노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캠페인 시리즈를 진행 중인 성인물 사이트 Pornhub이 팬데믹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박물관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동시에 성인물에만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유명 박물관들과 손잡고 새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 프라도 미술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에로틱한 작품을 인터랙티브한 가이드
로 소개하는 캠페인 'Classic Nudes'를 런칭했다. 집에서 또는 박물관에서 읽을 수 있는 가이드는 박물관 지도와 Pornhub 브랜드 앰배서더이자 포르노 배우인
아사 아키라가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제공된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처럼 여성 누드 작품을 소개하며 배경 역사를 유머를 곁들여 소개한 것이 특
징이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포르노 배우 출신의 전 정치인 치치올리나가 출연해 비너스의 탄생을 재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가이
드는 외설적이어서 박물관이나 공공 장소에서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다.

Pornhub: Pornhub Presents Classic Nudes 
With Cicciolina

Type: Otherㅣ Agy: Officer & Gentlema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17&source=ppt


Challenge: 텐센트(Tencent)가 중국 고전 문학 함양을 위해 'Tencent Neo-Culture Creativity'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유네스코 선정 문화 유산을 원형으로 삼아
중국 온라인 작가들과 함께 문화 유산에 담긴 의미와 스토리를 단편 소설화하고, 감독, 각본가 등을 초대해 애니메이션, 꽁트,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하
는 프로젝트다.

Solution: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중국 어메이 산의 세계 문화유적지 지정 25주년을 맞아 어메이 산을 모티브로 한 'The Jujube(대추)'라는 소설과 영상을 제작했
다. 어메이 산의 전설을 각색한 소설과 영상은 보물 찾기로 드러난 인간 욕심의 헛됨을 경고하고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다.

Results: 애니메이션이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2,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인디 단편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독립영화제 5곳에서 최고 애
니메이션 단편 부분을 수상했다.

Tencent: The Jujube Type: Filmㅣ Agy: Tencentㅣ CD: Jie We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31&source=ppt


Challenge: 매년 라마단 기간이 오면 브랜드들이 저마다 관련 캠페인을 내놓지만 다 거기서 거기다. 식구들이 우아하게 둘러앉아 라마단 음식을 먹는 모습만
보여준다. 동남아시아 최대 종합 플랫폼 그랩(Grab)은 이런 클리셰에서 벗어나 경쟁사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라마단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스타트랙과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은 재미난 영상을 제작했다. 우주선에서 평화롭게 라마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우주인들에게 갑자기 악질 외계
인들이 쳐들어와 우주선에 있는 식량을 모두 훔쳐간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그랩 버튼 한 번으로 Grab Mart, Grab Food, Grab Express, Grab 콜택시 서비스
등이 총출동하면서 우주선에는 다시금 물자가 가득 채워지고 우주인들은 만족스럽게 라마단을 맞이하게 된다.

Results: 5일간 유튜브 조회수 170만 뷰를 기록했다.

Grab: Bisalah Ramadan Lancar Jaya Bareng Grab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00&source=ppt


Challenge: 에어 프랑스가 신규 규정이 포함된 기내 안전 방송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프랑스를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낸 기내 안전 방송용 영상을 제작했다. 두 명의 기내 승무원이 한 명은 프
랑스어로, 한 명은 영어로 프랑스의 유명 관광명소들을 배경으로 기내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각 장소와 관련 행사를 활용해 기내 상황을 연출하며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영상의 포인트다.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화면이 여행 목적지로서의 프랑스에 대해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영상은 프
랑스의 상징 에펠탑에서 에어 프랑스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4만 뷰를 기록했다.

Air France: New Safety Instructions Type: Filmㅣ Agy: Auraㅣ CD: Philippe Taroux, Benoit Leroux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51&source=ppt


Challenge: 세계적인 공연장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이 개관 150주년 기념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Your Room Will Be Ready'란 제목의 영상은 아델, 콜드플레이, 이기팝, 노엘 갤리거, 프레디 머큐리, 다이애나 로스 등 지난 150년간 로얄 앨버트 홀
에서 공연한 최고의 아티스트 40인의 공연 클립을 보여주며 화려했던 옛 기억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롤링스
톤스의 리드싱어 믹 재거가 내래이션을 맡아 의미를 더한 영상은 이제 곧 관객을 다시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 150년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한다.

Results: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했다.

Royal Albert: Your Room Will Be Ready Type: Filmㅣ Agy: Tomboy Film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56&source=ppt


Challenge: 예테보리 영화제가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2021년 예테보리 영화제는 전부가 다 디지털이다. 관객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작품, 시사회, 코멘터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
에게는 나홀로 영화를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등대 하나 서 있는 스웨덴의 바위섬 Paster Noster에 마련한 'The Isolated Cinema'라는 공
간은 일주일 내내 홀로 60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참가자는 핸드폰, 친구, 가족과 일절 고립되어 생활해야 한다. 스웨덴의 차갑고 거칠은 바다만큼
이나 을씨년스런 분위기의 캠페인 영상도 영화제 홍보 영상답게 스릴러 영화 티저처럼 제작됐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이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1만 뷰를 기록했다.

Göteborg Film Festival: The Isolated Cinema Type: Direct MarketingㅣAgy: StendahlsㅣCD: Alexander Skoglu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48&source=ppt


Challenge: 중국 설날이 다가왔다. 애플은 매년 이맘때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온 설날 맞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올해에는 어떤 주제로 선보이게 될까?

Solution: 12분 남짓하지만 마치 한편의 장편 영화 같은 작품이 탄생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영상 'Nian'은 중국 명절에 볼 수 있는 사자춤과 관련
된 전설 속 괴물 니안(Nian)을 모티브로 한다. 니안은 어린 아이를 납치해가는 사나운 괴물로 마을들을 매년 위협해오던 니안을 사자가 쫓아내자 마을 사람들
이 사자 복장을 입고 춤을 춰 니안을 놀래 도망가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게다가 악기나 폭죽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니안을 쫓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해지고 있
다. 축제 때 많이 등장하는 붉은 색 또한 니안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다. 영상 속 니안 역시 주인공 소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면서 용기 내어 마을로 들어왔
지만 그만 폭죽 소리에 놀라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고 만다. 주인공 소녀는 어릴 적부터 늘 '왜?'를 물었고 모험과 탐험을 즐겼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열린 마
음으로 육아를 하는 현명한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란 덕이다.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하는 니안을 두려움 없이 찾아 나섰고 '괴물'과 스스럼 없는 친구 사이가 된
다. 아빠는 걱정뿐이지만 엄마는 딸의 용기 있는 태도에서 오히려 어른인 자신들이 배울 게 있다며 남편을 다독인다. 마침내 모든 식구가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니안은 한 가족이 됐다.

Results: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4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Nian Type: Filmㅣ Agy: TBWAㅣ CD: Lulu Wa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05&source=ppt


Challenge: 중국 메신저앱 위챗(WeChat)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과 중추절을 맞아 10억 유저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중추절하면 둥근 달, 가족, 친지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위챗은 전 세계 위챗 유저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둥근 중추절 보름달을 함께 감상
할 장소로 만리장성을 제안했다. 위챗 유저라면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중추절 날 밤에 휴대폰으로 하늘의 달을 찾아 찍으면, 만리장성에서 바라보는 달 경치를
전송받게 된다. 각 유저들은 자신이 받은 이미지와 어울릴 만한 옛 중국 시조를 골라 맞춤형 포스터를 만들어 위챗에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위챗은 이
번 캠페인을 통해 유저들에게 만리장성 보호를 위해 중국 문화재보호재단에 기부할 것을 독려했다.

Results: 중국인 1,730만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168만 명이 위챗에서 포스터를 공유했다. 온라인 기부행사를 통해 186만 위안이 모금됐다.

WeChat: Moonments Type: Onlineㅣ Agy: Stink Studiosㅣ CD: Ivy Huang, Ken Lin, Dong Xi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8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