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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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 Media: Faster Brings Us Closer

Type: Filmㅣ Agy: DDBㅣ CD: Tim Vance, Paul Knott

Challenge: 영국 통신사 Virgin Media(버진 미디어)가 브랜드의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와이파이를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우연이 실제 러브 스토리로 발전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상이 공개됐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서 만나 곧장 서로의
실력에 끌려 팀을 이루게 된 제이드와 제이크는 가상의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통화도 하며 서로의 솔직한 감정들을 나누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 게임
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이상 만날 핑계가 없어지게 된 둘은 게임과 관계없이 가까워진 서로의 감정을 깨닫게 되고, 용기를 내 영상통화로 서로를 확인한다.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급증한 데서 착안해 이번 캠페인을 제작한 버진 미디어는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사랑을 싹틔우는 신세대식 사랑을 감성
적인 영상으로 그려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7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Indeed: The Rising

Type: Filmㅣ Agy: 72andSunnyㅣ CD: -

Challenge: 미국의 구직 사이트 Indeed가 슈퍼볼 TVC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The Rising'이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은 첫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나 재취업에 나선 구직자들 모두를 위해 Indeed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직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일자리가 간절하다. 한창 육아를 해
야 하는 여성에게도, 임산부에게도, 나이든 남성들에게도 그 간절함의 무게는 동일하다. Indeed는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를지언정 직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다양한 구직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기쁘게 일어서는 그날까지 동행할 것임을 이야기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6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Anheuser Busch: Let's Grab A Beer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

Challenge: 맥주 회사 Anheuser-Busch가 회사 최초의 슈퍼볼 TVC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Let's Grab a Beer(맥주나 한 잔 하자)'란 타이틀의 영상이 공개됐다. 야외 결혼식 날 폭우가 내리고, 회사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친
구와 어릴 적을 추억하고, 떨리고 풋풋한 데이트를 하고, 잔뜩 긴장했던 공연을 마치고,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실력을 인정받아 참여하게 되고, 고된 하루의 일
과를 마치고, 엄동설한에 힘들게 손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등 여러 인생 대소사의 순간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맥주나 한 잔 하자'는 말을 건네왔다. 그
렇게 맥주는 단순히 맥주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18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TyC Sports: One Last Goodbye

Type: Onlineㅣ Agy: McCann Worldgroupㅣ CD: -

Challenge: 아르헨티나의 스포츠전문 TV 채널 TyC Sports가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의 추모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One Last Goodbye(마지막 안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축구공 하나가 전 세계를 돌며 디에고 마라도나의 축구인생을 회고하고 마침내
그의 무덤으로 가서 안착하는 영상은 전 세계인이 축구의 신의 죽음에 아파하는 감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치유하고자 제작됐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Sheba: The Cats That Rule The World

Type: Filmㅣ Agy: BBDOㅣ CD: Nicholas Hulley, Nadja Lossgott

Challenge: 고양이 사료 브랜드 Sheba가 브랜드와 소비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고양이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Sheba가 런칭한 3
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인간과 고양이의 깊은 유대감을 파헤친다.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경력의 제프리 오코너 감독
이 제작한 다큐 시리즈 'The Cats That Rule The World(세상을 지배하는 고양이들)'는 고양이의 마법에 빠져버려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감을 고양이와
갖게 된 사람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교도시설, 동반자가 필요한 참전용사 요양시설 등 특별한 곳에서 펼쳐지는 고양이의 마법과 같은 매력을 확인할 수 있
다.

Results: 에피소드 1이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2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Longchamp: Très Paris

Type: Filmㅣ Agy: Fred & Faridㅣ CD: Chelsea Steiger

Challenge: 패션 브랜드 롱샴(Longchamp)이 2021 S/S 컬렉션을 런칭하며 이를 홍보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매우 파리스러운이라는 뜻의 'très paris' 영상을 공개했다. 8분에 달하는 영상은 SS21 컬렉션 롱샴 백을 똑같이 들고 클럽에 갔던 두 여성이 가방을
바꿔들면서 파리가 깨어나는 이른 아침 시각에 신비스러운 짧은 운명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60년대 프랑스 시네마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파리를 상징하는 곡인 'Il est cinq heures, Paris s'éveille(5시다. 파리가 깨어난다)'를 영상 마지막에 넣어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끝까지 멋있게 파리 식
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번 캠페인 영상은 롱샴이 프랑스 파리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 위상을 부각시킨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65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erveza Victoria: Icnocuícatl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Ogilvyㅣ CD: -

Challenge: 멕시코에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망자의 날(Day of the Dead)이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잘 가라는 인사 한 마디 못나눈 채 떠나 보낸 사랑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Solution: 맥주 브랜드 Cerveza Victoria가 망자의 날을 맞아 올해 코로나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기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과거 멕시코 사람들이 망
자에게 작별을 고할 때 읊던 시 장르인 'Nahúatl'의 형태로 시를 만들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며 때론 아프게, 때론 꿋꿋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내래이션으로 들려주며,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Results: 두 달간 유튜브 조회수 20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Etsy: Gift Like You Mean It

Type: Filmㅣ Agy: 72andSunnyㅣ CD: -

Challenge: 수공예품이나 예술작품,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etsy(엣시)가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진심을 담은 의미있는 선물이 가져다주는 힘을 이야기한 세 편의 감성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동성 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남자
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집 가족들이 원래 한 식구였던 것처럼 대해주고,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며 커플의 모습을 자수로 새긴 장식품을 선물한
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학교를 가도, 카페를 가도 자신의 일본 이름을 제대로 인식해주지 못하자 소심해지는 딸을 바라보던 이민 가족의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딸의 이름이 펜던트로 달린 예쁜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봉쇄령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돼도 손자
를 만날 수 없자 우울감에 빠진 할머니에게 손자는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든 선물을 보내며 영상통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 연대감과 포용하는
마음을 강조한 이번 캠페인 영상을 통해 etsy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Shiori'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 달간 조회수 35만을 기록했고, 'New Guy'는 11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adbury: I Missed You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avemakerㅣ CD: -

Challenge: Cadbury Dairy Milk Silk 초콜릿이 인도에서 'How Far Will You Go For Love(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란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
하며, 젊은 커플들에게 남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문하고, 이때 가장 로맨틱한 방법이 Cadbury Dairy Milk Silk 초콜릿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
다. 최근, 봉쇄령 때문에 수개월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수많은 커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초콜릿 한가운데에서 하트 모양이 튀어나오는 'I Missed
You'란 Cadbury Silk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됐다. 이를 홍보할 감성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인도에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자슬린 로열(Jasleen Royal)이 직접 출연해 노래하고 연기하는 뮤직 비디오 'Sang Rahiyo'가 공개됐
다. 사랑하는 남녀가 봉쇄령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담았다. 주인공 커플
의 러브 스토리에서 Cadbury Dairy Milk Silk는 둘이 함께하는 마냥 좋은 시절에는 파트너로서, 떨어져 있으며 애타게 그리워하는 시간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
인시켜주는 중개자로서 달콤한 역할을 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58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Apple: Daughter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TBWAMedia Arts Labㅣ CD: -

Challenge: 매년 중국 설날에 중국인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는 애플이 2020년에도 중국 명절을 앞두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실화를 바탕으로 한 모녀 3대의 이야기를 통해 달라진 중국의 문화와 여성의 역할,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가족애를 그린 영상 'Daughter'를 제작
했다. 여자는 모름지기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며 공부하는 딸을 나무라던 어머니의 뜻과는 어긋나게 결국은 싱글맘이 돼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게 된 주인공
은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은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진 주인공은 택시에 아이를 태우고 영업을 했고, 이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을 자주 겪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는 늘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두 모녀는 택시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설날이 다가올 무렵, 잠시 택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던 모녀는 장래희망과 좋아하는 만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주인공은 딸에게 부추와 계란이 들어간 만두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해준다. 그렇게 피곤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비가 쏟아지던 밤거리에 귀가하던 모녀
는 우산을 들고 택시를 잡는 어느 노인을 태우게 됐는데, 그는 바로 매해 설날마다 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딸이 제일 좋아하는 부추와 계란을 넣은
만두를 들고 택시들을 살핀 어머니였다. 이번 영상은 모두 아이폰11 프로로 촬영됐다. 4K 동영상, 트리플 카메라, 영화적 동영상 안정화(cinematic video
stabilization) 등 아이폰11 프로의 기능들이 적용된 이번 영상의 제작 비하인드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Results: 3일간 유튜브 조회수 77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