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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타코벨이 과거 인기 메뉴였던 Nacho Fries를 재런칭하며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메뉴만큼이나 밀레니얼 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Fry Force'는 멕시칸 향신료에 중독된 외계 괴물로
부터 지구와 Nacho Fries를 지키는 지구 방위대 Fry Force의 이야기다. 1980년대에 아침 시간에 방영되며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TV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스
토리와 대사, 캐릭터 등을 그대로 가져왔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83만 뷰를 기록했다.

Taco Bell: Fry Force Type: Filmㅣ Agy: Deutsc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930&source=ppt


Challenge: 올해 계속해서 레트로 감성을 내세우고 있는 구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마찬가지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90년대 사무실을 배경으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캠페인 영상 'Gucci Gift'가 공개됐다. 5시가 되자, 구찌로 차려입은 사무실 직원들이 일제히 자
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클럽과 바로 변신시킨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음료를 마시고, 사무실 집기들을 이용해 유쾌한 장난을 치는 등 흥겨운 시간을 보
낸다. 요즘 사람들에 비해 수줍은 표정이지만 디스코 춤을 추며 제대로 흥을 즐기는 모습이 90년대 바이브를 한껏 발산한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받은
구찌 상품들과 모델들이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 등이 흥겨운 분위기와 함께 소개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85만 뷰를 기록했다.

Gucci: Gucci Gift 2020 Type: Filmㅣ Agy: -ㅣ CD: Alessandro Michel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75&source=ppt


Challenge: 영국인 5명 중 1명은 봉쇄령 기간에 혼자 지낸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버드와이저가 영국에서 봉쇄령 기간에 친구 및 가족들의 안부
를 묻고 지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2000년대 초 버드와이저의 'Whassup(와썹)'이란 TVC 영상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별거 없이 친구들끼리 장난끼 넘치게 와썹을
외치며 전화로 안부를 묻는 영상이었다. 버드와이저는 13년 전의 동일한 영상에 등장인물들의 오디오만 재녹음한 영상을 선보였다. 바뀐 오디오에서는 친구들
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기존에는 없었던 '자가격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버드와이저는 SNS에서도 해시태그 #TogetherAtADistance로 캠페인을 진행
하며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안부를 묻고 지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247만을 기록했다.

Budweiser: Whassup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37&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카자흐스탄에서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갤럭시노트 10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기존 30초 내지는 1분 분량의 TV 광고로는 갤럭시 노트 10의 장점을 전부 소개하기란 불가능하다. 삼성은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이해
하기 힘든 틱톡으로 대변되는 4차원적이고 별난 영상들에 열광한다는 점과 동시에 음악,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80, 90년대 레트로에도 흥미있어 한다는 사실
에 착안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과거 유행했던 TV홈쇼핑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한 영상은 80년대 스타일의 남녀 쇼호스트가 5분 30초 가량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10+의 특장점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감탄하고, 방청객을 열광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벌히 카자흐스탄에서 '빅뱅이론(Big Bang Theory)',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How I Met Your Mom)' 등 인기 외화의 더빙을 담당했던 성우가 이번 영상에서 남자 쇼호스트의 성우를 맡아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
어냈다.

Results: 타깃 오디언스로부터 삼성전자가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고, 높은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보였다.

Samsung: TV Shop Type: Filmㅣ Agy: Cheilㅣ CD: Nurlan Satarov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20&source=ppt


Challenge: 현대자동차가 호주 시장에서 소형 SUV 모델 베뉴(Venue)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4.1초라는 연구결과와 자동차 구매자의 73%가 구매 고려 시 온라인과 SNS를 검색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4-
Second Car Review'라는 SNS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에는 4초짜리 자동차 리뷰 영상이 총 25편이 들어 있다. 강아지, 선인장, 카멜레온, 닌자, 시간여행자
등등이 리뷰어들로 등장해 베뉴를 'Absurdly Sensible(말도 안되게 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Absurdly Sensible은 현대 베뉴의 캠페인 슬로건이다). 반짝이고 유
쾌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UGC 스타일의 이번 영상은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하여 SNS에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인들에게 익숙한 중년층의 셀럽들
도 등장시킴으로써 중년층의 향수도 자극했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6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전체 시청자의 절반(약 48%)이 끝까지 시청하였음.

Hyundai: 4-Second Car Reviews Type: Filmㅣ Agy: AnalogFolkㅣ CD: Dylan Harri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51&source=ppt


Challenge: Remember A Charity in Your Will Week는 자선단체 기부를 유서에 남기자는 운동이다. 영국인 3/4이 생전에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하지만, 유서에
자선단체 기부를 명시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고 한다. 2017년 행사를 기념하여 영국 전역에서 자선단체 돕기 유서 남기기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60년대 영국에서는 락앤롤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을 pirate radio(해적 라디오)라고 불렀고, 이 해적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들은 음지에서 활
동했다. Remember A Charity in Your Will Week은 60년대 황금 시대에 살았던 베비이붐 세대를 타깃으로 Last Pirate FM이라는 해적 라디오를 행사 기간 동
안 영국 전역을 돌며 방송했다. 전설적인 해적 라디오 DJ인 Emperor Rosko가 방송하며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타깃 오디언스는 전쟁 반대 시위, 인권 시위, 패
션 혁명, 팝문화 탄생 등 미래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대로, 이렇게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사후에도 이어나가라는 의미에서 자선단체 지원 유
서 남기기 캠페인의 타깃 오디언스가 됐다.

Remember A Charity: Wonderful Will 
Type: Otherㅣ Agy: Atomicㅣ CD: Guy Bradbury, Dave Henderson, 

Max Sizela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452&source=ppt


Challenge: 멜버른 국제영화제(MIFF) 65주년을 기념하며 홍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팬들이 역대 MIFF 출품작들 중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이벤트 "Films That Stay With You'를 열었다. 투표를 통해
일본 감독 미이케 다카시의 스릴러 영화 '오디션'이 선정됐고, MIFF 회원 중 한 명인 Keith Gove가 16년 전 봤던 '오디션'을 오로지 그의 기억을 토대로 재촬영
해 팬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팬들 각자의 기억에 남는 영화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udition Type: OnlineㅣAgy: McCann Erickson Melbourne
ㅣCD: Corey Thor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186&source=ppt


Challenge: 원숭이띠해를 맞아 중국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앞다퉈 원숭이를 소재로 하는 브랜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Bring Happiness Home', 즉 가정에 행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의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펩시가 원숭이해와 관련된 중국인들의 문화적 감성을 파악하여 새해를 맞이한 중국인들의 가정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중국에서 원숭이하면 서유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서유기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수 백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작품
이다. 이번 펩시 영상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서유기의 손오공 역할을 맡아 온 가정에서 태어난 장라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증조할아버지에서부터, 할아
버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연극 무대에서 최고의 손오공 연기를 펼치게 되면서 손오공 역할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가업이 되어 버린 가정에서 장라이는
둘째 형이 4대째 손오공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이 백혈병에 걸리면서 장라이가 가업을 이어가게 된다. 타고난 재
능이 부족한만큼 누구보다 긴 시간을 땀을 흘려 연습한 장라이는 마침내 1986년, TV 시리즈 서유기에서 혼을 담은 연기로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인정
을 받게 되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손오공이 된다. 현대에 와서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상영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8분여 동안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마감한다. 중국인들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하며 몰입에 성공한 이 영상은 펩시 브랜드의 등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함으로써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Results: 영상이 대대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2주만에 2천만 뷰를 기록했다.

Pepsi: Bring Happiness Home 
Type: Direct MarketingㅣAgy: Civilization Shanghai Chinaㅣ

CD: Alex Xie, Stephen Zou, Miya Wa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267&source=ppt


Challenge: 선데이타임즈(Sunday Times)가 특별판 Culture 섹션의 리런칭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500년의 세월을 걸쳐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50초 분량의 영상에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CG가 전혀 동원되지 않고 셋트장의
배경과 조명만 바뀐 채 총 3명의 출연자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포레스트 검프, 매드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저수지의 개들, 다프트 펑크 등을 표현하
는 모습을 원테이크샷으로 촬영했다

News: Icons Type: Otherㅣ Agy: Grey Londonㅣ CD: Dave Mon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525&source=ppt


Challenge: 아랍에미레이트 맥도날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였던 McArabiaSujuk 샌드위치가 판매 중단 후 최근 다시 런칭이 결정됐다. 아직도 McArabia의
열성팬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한 맥도날드는 메뉴 리런칭을 통해 전체 매출 5% 상승을 목표로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예전에 McArabia가 판매되던 당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던 부분이 바로 McArabia 고유의 포장이었다. 샌드위치가 들어 있는 포장용기의 양쪽을
잡아 당기면 내용물이 나오는 식의 포장으로, 소비자들은 McArabia를 생각할 때 포장을 뜯는 방식을 늘 연관지을 정도였다.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장 높
은 구독률을 자랑하는 일간지 TheKhaleej Times를 McArabia 포장용기에 담아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배포했다. 신문을 보기 위해 용기를 양쪽으로 잡아 열어보
며 예전 McArabia를 먹던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다.

Results: 긍정적인 WOM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매장 방문률이 전월 대비 8% 증가했고, 전체 매출이 10% 상승했다.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트래픽이 두
자리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인 맥도날드 광고 인지도 점수가 2포인트 증가했다.

McDonald’s: Mcarabia At Your Doorstep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FP7 DXB Dubai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122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