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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캠페인



Challenge: 사진, 동영상, 목소리 녹음 등을 유산으로 보존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Memories의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할아버지로부터 큰 사랑과 영향을 받고 자란 손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리움에 홀로 문자메시지를 할아버지에게보내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18번째 생일을 맞은 날에 할아버지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받게 된다. 'Future Messages'라는 제목의 캠페인은 미리 정해둔 미래의 특
정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영상,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Memories의 새 기능을 감동적인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예전에 주고 받던
문자 메시지나 동영상을 훑어 보면서 고인이 된 가족을 추억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됐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캠페인이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25만 뷰를 기록했다.

Memories: Future Messages Type: Filmㅣ Agy: The Monkeysㅣ CD: Connor Beav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21&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뉴 노멀'이란 게 생겨났다. 하지만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있지 말라는 법은 결코 없다. 코카콜라는 이
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브랜딩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Open Like Never Before'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목 그대로 결코 이전과는 다르게 열린 마음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 변화를 수용하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자고 한다 . 스포큰 워드(spoken word) 아티스트 조지 '더 포잇' 음팡가(George 'The
Poet'Mpanga)가 영상을 위한 시를 쓰고 내래이션으로 낭독해 큰 울림을 준다.

Results: 한 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2만 뷰를 기록했다.

Coca-Cola: Open Like Never Before Type: Filmㅣ Agy: 72andSunny Amsterdam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55&source=ppt


Challenge: 애플이 맥북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저들을 소개함으로써 혁신과 창의성을 진작하는 파트너로서의 맥북을 강조하는 'Behind the Mac(비하
인드 더 맥)'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Solution: 유튜브 애플 채널에 새로 공개된 두 편의 'Behind the Mac' 영상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에 있어서 맥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영상의 주인공은 각각 사진작가 타일러 미첼(Tylor Mitchell)과 뮤지션 제임스 블레이크(James Blake)다. 애플은 타일러 미첼의 뉴욕 아파트를 원격 카메라
를 통해 24시간 관찰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침실에 있는 물건들만을 활용해 24시간 만에 인물 사진 시리즈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또 다른 영
상에서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레이크가 맥북의 Logic Pro X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곡을 만드는 과정을 24시간 카메라 관찰을
통해 보여준다. 두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흑백으로 보여줌으로써 감성적인 느낌을 더한 영상들이다.

Results: 제임스 블레이크 영상은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206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Behind The Mac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84&source=ppt


Challenge: 카메라, 오디오, 악기 전문점 Adorama가 영감을 주는 고품질 콘텐츠 창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최초의 오리지널 단편 영화를 제작해 자체 운영
중인 AdoramaTV 채널에 공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자신의 예술가적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의 바쁜 리듬에 맞춰 고군분투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세 명의 뉴요커를 그린 단편 'New York Rhapsody(뉴
욕 랩소디)'가 공개됐다. 코로나19로 뉴요커들이 자가격리를 하며 뉴 노멀에 적응해 가고 있는 시기에 공개된 이번 영상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인 뉴욕이 얼
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한편, 매일 꿈꾸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창작하는 창작가들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10만을 기록했다.

Adorama: New York Rhapsody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17&source=ppt


Challenge: 2020년형 올뉴 링컨 에비에이터의 출시를 알리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링컨의 브랜드 모델인 배우 매튜 맥커너히가 이번에는 2020년형 에비에이터를 몰고 눈덮인 설산이 절경을 뽐내는 고요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얼음
낚시를 즐긴다. 아이스드릴로 꽁꽁 언 물을 뚫고 낚싯줄을 내린 그는 자신의 에비에이터로 돌아와 강추위 속에 얼었던 몸을 녹이며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여
유롭게 스케치한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The Power of Sanctuary(안식처의 힘)이라는 슬로건이 대자연이 심신에 전하는 안식과 더불어 에비에이터가 혹독한 외
부 환경으로부터 선사하는 안식 또는 복잡한 삶을 벗어나 원하는 모든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SUV로서의 안식처 기능을 말해주고 있다.

Results: 1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049만 회를 기록했다.

Lincoln: Warm Escape Type: Filmㅣ Agy: Hudson Rougeㅣ CD: Brett Minier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87&source=ppt


Challenge: 핀란드의 보험사 Pohjola가 소비자들에게 모든 위험요소는 Pohjola에 맡기고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는 메시지의 캠페인을 런칭하
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 영상이다. 마이크와 조나단이란 두 친구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달팽이, 말미잘, 매너티 등으
로 차례대로 환생해 사람으로 살 때 다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대화를 나누는 재미난 영상이 공개됐다. 두 번째는 30명의 SNS 인플루언
서들과의 협업이다. 셀럽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총 30명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방법을 제안했고, Pohjola가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제
작했다.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플루언서들의 아이디어는 다양했는데, 특히 전 미스
핀란드 출신으로서 암을 이겨낸 여성이 자녀들과 직접 주얼리를 제작해 소아암환자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연이 눈에 띄었다.

Pohjola: Positive Insurance Type: Otherㅣ Agy: Make Hone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67&source=ppt


Challenge: 올해 크리스마스에 미국인 1억3천7백만 명이 부모님집을 찾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44%는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으로 자신의 진짜 정
체성을 드러내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팬틴이 성소수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캠페
인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성별을 완전히 바꿔버린 트랜스젠더들에게는 고향길이 더욱 힘들 것이다. 이에 팬틴은 'Going Home for the Holidays'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
여 트랜스젠더들이 마주해야 하는 긴장감과 도전들을 강조하며, 있는 그대로의 각자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팬틴이 성소수자 단체 GLAAD, 트
랜스젠더들로 구성된 합창단 Trans Chorus of Los Angeles 등과 함께 공동 진행했다. 이밖에도 팬틴은 LGBT+ 커뮤니티를 돕는 자선단체 Family Equality에 10
만 달러를 기증하기로 했다.

Pantene: Going Home For The Holidays Type: Othe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20&source=ppt


Challenge: 맥주 브랜드 Stella Artois가 금년 크리스마스에 'Moments Worth Making(만들어갈 가치가 있는 순간들)' 캠페인을 런칭하며, 캠페인 테마를 부각
시킬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바쁜 현대인들이 이웃에게 신경 쓸 시간이 과연 있을까. 30세 이하 미국인의 21%만이 이웃을 알고 있다는 가슴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
다. Stella Artois는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낸 이웃들끼리 처음으로 일대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브루클린과 맨해튼의 여러 동네에서 촬영된 이번 다큐영
상은 총 6쌍의 이웃이 Stella Artois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 앉아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감정에 공감하다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서로 약속까지 잡는 과정을 보여주며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Stella Artois는 이웃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Stella Together
Holiday Sweater Packs라는 크리스마스 스웨터 패키지 500개를 무료 배포한다. 이 패키지는 맥주 두 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빨간색 스웨터와 두 명이 함께
힘을 합쳐야 열 수 있는 병따개가 포함되어 있다. SNS 이벤트에 참가해 이웃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유해도 패키지가 제공되며, 이벤트 1등에게는 Stella Artois
한 달치가 선물로 증정된다.

Stella Artois: Neighbors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265&source=ppt


Challenge: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 Tecnogas가 태국 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감성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권태기를 극복하고자 10년 전 여행했던 이탈리아의 마을을 다시 찾게된 젊은 태국인 커플이 있다. 그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모든 게 좋기만 하고 로
맨틱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다가도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어색하고, 미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 별거 아닌 일에 여행지에서도 자꾸 다투기만 한다. 마침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하나로 묵히고 묵혔던 감정이 폭발하게 됐고, 결국은 남자의 식성을 꿰뚫고 있는 여자가 숙소에 있는 쿡탑에서 직접 해준 작은 요리 하
나로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간다. 6분이 넘는 영상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음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잘 버무려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한 브랜디드 콘텐츠다.

Results: 일 년간 조회수 300만 이상을 기록했다.

Tecnogas: No Heart Feelings Type: Filmㅣ Agy: GREYnJ Unite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019&source=ppt


Challenge: 미국 오리건주가 여행하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기존 여행 프로모션 영상과는 확연히 다르고 상상력이 넘쳐나지만 그래
서 더 채워지는 감성들이 있다. 워낙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가 커서 거의 모든 부분이 상상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Only Slightly (More) Exaggerated(아주
조금 더 과장된)' 거라고 제목을 붙인 센스가 귀엽기까지 하다. 배경으로 나오는 장소들은 물론 실제 존재하는 장소들이다. 그런데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상상속 환상의 나라 같다. 지난해 'Only Slightly Exaggerated'란 제목으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캠페인 영상의 후속이
다. 영상 외에도 배경화면 GIF 등 디지털 요소들과 오리건주의 특정 장소들을 부각시킨 온라인 콘텐츠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Travel Oregon: Only Slightly (More) Exaggerated Type: Otherㅣ Agy: Wieden + Kenned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8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