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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어필 캠페인



Challenge: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에게 인공 시각을 제공하는 기업 Orcam이 간단한 손짓을 통해 지목되는 문자를 소리 내어 즉시 읽어주는 인공 시
각 장치 Orcam MyEye 2를 개발하며 이를 홍보할 기회를 찾는다.

Solution: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시각장애인들은 중요한 선거날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이다. 하지만 Orcam MyEye 2가 있으면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의 이름을 장치가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투표 부스에 들어가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Orcam은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으로 전국 투표소에 MyEye 2를 비치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전세계 언론에 캠페인이 소개됐다.

Orcam: MyEye Type: Outdoorㅣ Agy: BBDO (Israel) l CD: Amir Assaya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15&source=ppt


Challenge: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Microsoft HoloLens)는 윈도우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음악과 기
술 분야에 있어서 홀로렌즈가 크리에이티브들의 작업 및 다양한 협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영국 출신의 작곡가, 프로듀서, 싱어, 비주얼 아티스트인 브라이언 이노(Brian Eno)와 영국 출신의 뮤지션 겸 소프트웨어 설계사인 피터 칠버스
(Peter Chilvers)는 오랫동안 협업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브라이언 이노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생성 음악(generative music)을 Bloom
이란 애플리케이션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제 이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통해 Bloom을 혼합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Bloom: Open Space'를 공개했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6개의 대형 스크린이 원모양으로 설치된 공간에
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AR 헤드셋을 착용한 뒤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꼬집는 동작을 취한다. 꼬집을 때마다 방문객 눈앞에는 멜로디와 함
께 버블이 증강현실로 나타나고(이것을 'Bloom'이라고 일컫는다), 천장으로 높이 날아간 버블은 점점 커지다가 펑하고 터진다. VR이 아닌 AR이기
때문에 유저는 주변 사람들과 공간을 볼 수 있고, AR 헤드셋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2D로 버블을 감상할 수 있다. 버블 하나하나가 음
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블들이 생성될 때마다 전시장은 브라이언 이노를 대표하는 앰비언트 뮤직 사운드로 채워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물리적인
것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혼합현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생성 예술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됐다.

Results: 전세계 80여 개 간행물에 소개되면서 캠페인 노출 횟수가 10억 이상을 기록했다.

Microsoft: Bloom: Open Space Type: Otherㅣ Agy: Listen (United States) l CD: Leah Taylor Dunba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00&source=ppt


Challenge: 세계적 명성의 오디오 기술 회사 Bongiovi Acoustic Labs의 역사는 1977년 레코딩 엔지니어 토니 본지오비(Tony Bongiovi)가 당시 첨단 기술로
전세계 락앤롤 레코딩에 혁신을 가져오며 시작됐다. Bongiovi는 지금까지도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오디오 기술 혁신을 인류를 위해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최초의 원격진료용 청진기 'Aria'를 개발했다. 제3세계 국가나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격진료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리고, 진료의 가장
기본 의료 장비는 청진기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착안해 Bongiovi 특허기술인 MDPS(Medical Digital Power St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원격진료용
청진기를 개발하게 됐다. 오지인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경제적인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Aria는 첨단 오디오 기술 덕분에 기존 청진기에 비
해 탁월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일회용 위생막 사용으로 위생까지 생각했다. Aria로 캡쳐된 환자 몸 안의 소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
는 의사에게 전달된다. Bongiovi는 아이티에서 Aria 프로토타입의 필드테스트를 진행했다.

Bongiovi Acoustic Labs: Aria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united States) l CD: Kathleen Boeh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44&source=ppt


Challenge: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사운드시스템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동차 전장 브랜드 하만카돈이 그러한 인식을 바꿔보고자 한다.

Solution: 볼보(Volvo)와 협력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색다른 시승을 진행했다. 하만카돈은 마드리드 시내 몇 곳에 사운드를 트리거하는 지점들을 설치해 시
승차가 그 곳을 통과하면 해당 지점과 관련된 사운드가 차내에 재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를 기리는 콜
론 광장에 가까워지면 콜롬버스의 항해를 연상시키는 바다 소리와 저음이 강력하게 차내에 울려퍼진다. 일반적인 시승이라고 생각한 시승자
4,500명은 하만카돈 전장 시스템의 놀라운 품질을 경험하며 최고의 드라이브를 즐기게 됐다.

Harman Kardon: Madrid Moments Type: Otherㅣ Agy: Stendahls (Sweden)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92&source=ppt


Challenge: 콜롬비아 오지 주민들 대부분이 핸드폰이 없거나 2G 폰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화에 한참 뒤처져 있다. 콜롬비아 기술통신부는 오지 주민들의 인터
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인터넷 연결 없이 기존 전화나 2G 폰으로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My Line' 서비스를 런칭했다. 전화기에 6000913을 입력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
서나 궁금한 것을 묻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의 가상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서비스로, 발신자가 수화기에 대
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질문하면, 1-2초 만에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에서 질문을 처리하고 클라우드 내 구글 시스템에 연결하여 My Line에 곧바
로 응답 결과를 전달하는 원리다.

Results: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99.3%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Colombia: My Line

Type: Otherㅣ Agy: MullenLowe (Colombia)
l CD: Juan Pablo Maldonado, Camilo Jimén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69&source=ppt


Challenge: 벨기에 인터넷 통신사 VOO Telecom이 빠른 인터넷 속도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50% 이상이 매일 버퍼링을 경험한다고 한다. 동영상 화면 가운데 하얗게 돌아가는 버퍼링 표시를 보며 인내심
에 금이 가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버퍼링 표시는 곧 분노 유발의 아이콘이 됐다. 벨기에 최고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VOO
Telecom이 인터넷 뉴스 포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과 협업해 분노의 버퍼링 아이콘을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꿔놓았다. 각 사이트들의 로딩
화면용 명령 프롬프트에 "Load up to 2 times faster with VOO(VOO와 함께 최대 2배 빨리 로딩하세요)"라는 코드 라인을 삽입함으로써 인터넷
유저들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버퍼링 표시가 뜨면 삽입된 문구도 같이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유저들은 짜증이 나다가도 VOO로 갈아타면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Results: 타깃 오디언스의 70%가 캠페인을 접했다.

Voo: Buffer Rage Type: Otherㅣ Agy: Happiness (Belguim) l CD: Geoffrey Hantson, Philippe Fas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56&source=ppt


Challenge: 음향 기술 기업 iZotope가 전문가용 포터블 레코딩 스튜디오 디바이스인 Spire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유명 뮤지션들의 콜라보 시리즈 'Inspired Collaboration'를 런칭하며 첫 번째 주자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메릴 가버스와 크리스 틸을 섭외했다.
이들은 함께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전에 논의를 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곡작업을 위해 Spire 앞에 나란히 앉은 두 뮤
지션은 세계 정상급 실력답게 완벽한 연주와 하모니로 단 4시간 만에 녹음을 마친다. 여기에는 Spire와 Spire 앱의 레코딩, 편집, 믹싱 기능의 도움
이 컸다.

IZotope: Inspired Collaborations Type: Otherㅣ Agy: Mechanica (United States) l CD: Libby Delan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90&source=ppt


Challenge: 애플이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플러스, 그리고 LCD 버전인 아이폰 XR을 공개하는 신제품 발표회를 열며, 미디어와 전세계 아이폰 팬들, 그리고 경
쟁사 등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아이폰 제품 발표회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오프닝을 준비하고자 한다.

Solution: 애플 제품 발표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CEO 팀쿡의 기조연설이다. 그런데 팀쿡이 기조연설이 있기 불과 8분 전에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트윗을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공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트윗의 내용은 'Who can get it here quickly?'다. 과연 'it(그것)'이란 무엇이
고, 기조연설을 몇 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히 '그것'은 팀쿡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궁금해하던 차에 기조연설 오프닝 영상이
공개됐다. 미션 임파서블의 음악과 컨셉을 가져온 영상은 알리슨이란 애플 직원이 007 가방에 든 물건을 3분 내에 팀쿡에게 무사히 전달하는 과
정을 담았다. 알리슨은 쿠퍼 티노의 본사 건물에서 행사장인 스티브 잡스 극장까지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린다. 호수 앞에 멈춰섰을 때는 '시리'에게
지름길을 물어 무선이어폰 에어팟의 시리 지원을 받기도 한다.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션을 완수한 알리슨. 무사히 시간 맞춰 팀쿡에게 도
착한 그는 잔뜩 긴장한 채 물건을 넘긴다. 그런데 허무하기 짝이 없다. 신제품 정도는 될 줄로 알았던 가방 속 물건은 '더 클리커', 즉 프레젠테이션
에서 장면을 넘길 때 사용하는 리모콘이었던 것. 팀쿡의 트윗부터 영상까지 모든 것은 기발하고 재미난 기조연설 도입을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Results: 팀쿡의 트윗이 삭제될 때까지 수백 회의 리트윗과 수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Apple: Mission Impossible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United States) l CD: Tom Kunt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78&source=ppt


Challenge: 피아트(Fiat)가 새로운 기술의 디젤 엔진, Multiject을 개발하며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Multiject에 대한 관심과 버즈를 일으키고자 한다.

Solution: 아르헨티나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재로는 축구가 있다. 이에 축구와 엔진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결합한 모크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다.
근사한 형사물 한 편을 보는 듯한 이 영상은 어느 기자가 아르헨티나 축구계의 영웅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뒤를 캐는
과정을 스릴감 넘치게 보여준다. 결국 마스체라노는 인체 실험을 통해 몸 속에 엔진을 장착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그의 어마어마한 경기력과 힘의
비결이었음이 밝혀진다는 내용이다. 기자의 블로그 일기 형식으로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피아트는 Multijet 엔진과 마스체라노 선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루머를 흘려 관심을 모았다.

Results: 기자 블로그 방문자수가 460만 이상을 기록했고, 10만 개 이상의 댓글이 올라왔다. 캠페인 런칭 후 3주 동안의 피아트 매출은 3개월치에 달하는 매
출을 기록했다.

Fiat: The Mascherano Case Type: Promo ㅣ Agy: Leo Burnett Argentina ㅣ CD: Carmelo Masell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602&source=ppt


Challenge: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Prius)는 3세대 프리우스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 유가 하락 등 여러가
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기존 ATL 방식의 캠페인으로는 부족할 거라 판단하고, 버즈와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하이브리드 기술력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Harmony between man, nature and machine(인간, 자연, 기계 간의 조화)'라는 캠페인을 런칭, 프리우스의 신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
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형 해바라기 조형물을 미국 6개 도시에 설치해 벤치, 무료 와이파이, 태양열 충전소 등의
기능을 제공했고, 태양굴뚝의 자연환기 시스템을 버스 정류장 쉘터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태양열로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시
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2억5천 여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언론홍보 효과가 1천6백8십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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