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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애플워치 시리즈6을 공개한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기대감과 관심을 고조시킬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영국 발음과 중후한 목소리가 멋드러진 배우 헬레나 본햄 카터가 차분한 목소리로 '머신 러닝이 수면 트래킹을 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내래이
션을 시작할 때만 해도 멋진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웅장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오산이다. 애플워치 시리즈6를 착용하고 잠을 자던 여자가 곧바로
'It already does that(벌써 되는데요)'라고 맞받아치자 적잖이 당황한 본햄 카터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심박수가 너무 낮을 때 광학 센서를 장착한 작은
디바이스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될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요가를 하던 사람이 마찬가지로 'It already does that'일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많이 당황한 본햄 카터가 평정심을 잃은 목소리로 '심박수가 너무 높을 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면?'이라고 하자 애플워치 시리즈 6을 차고 서핑 중
이던 남자도 'It already does that'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 시리즈6를 착용한 사람들과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에는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기능까지
가버리자 본햄 카터는 먼 미래에나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만다. 기능 나열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웃음까지 선사한 캠페인 영상이다.

Results: 이틀간 유튜브 조회수 620만 뷰를 기록했다.

Apple: Introducing Apple Watch Series 6 
- It Already Does That

Type: Filmㅣ Agy: TBWA Media Arts La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49&source=ppt


Challenge: T-Mobile 네덜란드가 5G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을 준비한다.

Solution: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타투 작업을 진행했다. 네덜란드의 유명 여배우가 이번 프로젝트에 타투를 받을 손님으로 참여했다. 타투
를 진행할 타투 아티스트는 여배우에게 직접 타투를 새겨주지 않는다. 대신, 여배우와 떨어진 공간에서 로봇 팔과 연결된 타투 기계를 사람 팔 모형에다가 진
행한다. 그러면 여배우가 있는 장소에 있는 로봇팔이 타투 아티스트의 움직임을 따라 그대로 여배우의 팔에 타투를 새겨준다. 5G 기술로 연결된 로봇팔들이
딜레이 없이 정확하게 타투를 진행한 덕분에 타투 작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Results: 한 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7만을 기록했다.

T-Mobile: The Impossible Tattoo Type: Filmㅣ Agy: Anomal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40&source=ppt


Challenge: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한 소니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매출을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게임을 영화화한 듯한 캠페인 영상 'Play Has No Limits'가 공개됐다. 얼음 위를 걸어가던 주인공이 손을 얼음 위에 대자 무언가 얼음 아래로 느껴지
기 시작한다. 곧 얼음을 뚫고 괴물이 나타나 거대한 촉수로 주인공을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쉽게 그 곳을 빠져나온다. 주인공이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열대우림
의 야영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텐트 속 나방이 전등에 부딪치고, 열대우림 속 막사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다. 그러다 갑자기 옆으로 강력한 화
력의 무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그는 간신히 그 곳을 피한다. 먼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다음으로 그가 이동한 곳은 어두운 동굴. 미래로 가는 문
으로 다가간 그는 활을 꺼내 문 안으로 활시위를 당긴다. 주인공의 손끝에서 전달되는 완벽한 텐션 포인트를 찾은 화살이 정확하게 문 속을 관통한다. 그러자
열린 또 다른 동굴 속 공간에서는 거대한 암석 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은 또 다시 활을 겨누며 담담하게 싸울 태세를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계속
해서 이어지는 게임 세계로 안내하고,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자극하게 될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다.

Results: 5일간 유튜브 조회수 258만 뷰를 기록했다.

Sony PlayStation: Play Has No Limits Type: Filmㅣ Agy: Adam&EveDDBㅣ CD: John Trainer-Tob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611&source=ppt


Challenge: 구글은 TensorFlow(텐서플로우)라는 훌륭한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까닭에 모든 잠재적 용처를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Google Arts & Culture(구글 아트 앤 컬쳐)와 함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텐서플로우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보다 많
은 대중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중국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자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구글은 상하이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의 날(Google Developer Day)에 갑골문자와 텐서플로
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양방향 인스톨레이션을 설치했다. 방문자가 태블릿 위에 갑골문자를 따라 쓰면, 텐서플로우의 이미지 인식 기능이 태블릿 위에 적
힌 이미지와 해당 갑골문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인식에 성공할 경우, 구글의 AutoDraw API를 통해 태블릿 위의 문자가 살아나 23제곱미터 크기의 LED
벽으로 옮겨져 애니메이션화 된다.

Results: 개발자 4천 명 이상이 참가했고 2천 명 이상이 부스를 방문했다. 또, 구글 위챗 1만2천 뷰, 비리비리 라이브스트림 250만 뷰, 블로그 포스팅 14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Google Arts & Culture: Living Jiagu Type: Promotion&Eventㅣ Agy: MediaMonk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22&source=ppt


Challenge: 갤럭시 S10 5G폰을 출시한 삼성이 유럽에서 삼성의 선구자적 정신과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만드는 용기와 집념의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함
으로써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달착륙 50주년과 갤럭시폰 10주년을 기념해 캠페인의 영역을 우주로까지 넓혔다. SpaceSelfie(스페이스 셀피)란 제목의 캠페인은 말그대로 우주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말은 쉽다. 하지만 그 뒤의 로지스틱스와 기술력은 정확성과 디테일, 그리고 주도면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다. 영하 65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농구장 절반만한 크기의 고고도 풍선에 갤럭시 S10을 실어 성층권으로 쏘아올렸다. 그곳에서 갤럭시폰은 지구에서 고객
들이 보낸 셀카들을 받아 실시간으로 찍은 우주 사진과 합친 결과물을 유저에게 전송해준다. 삼성은 이를 위해 맞춤 장비 박스와 갤럭시 S10 5G를 모두 태양
열 에너지로 구동하게 하고, 2가지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유럽 국가 거주 고객이 대상이며, 31일까지 '미션 컨트롤' 웹사이트에 신청하고 셀카를 업로
드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카라 델레바인 등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갤럭시 S10과 미션 컨트롤에서 보낸 초
대장이 든 서류가방을 전달함으로써 SNS를 통해 캠페인에 먼저 참여토록 했다. 런던의 '삼성 킹스크로스'에서는 최초로 지구로 전송된 우주셀카를 축하하는
행사도 열린다.

Samsung Galaxy: #SpaceSelfie Type: Filmㅣ Agy: BBH Lond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068&source=ppt


Challenge: 인도의 통신사 Vodafone Idea가 4G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상 통화 기능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로 하고, 인도의
인기 유튜브 코미디언 Mallika Dua가 진행하는 온라인 Q&A 세션을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하여 Mallika와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적인 질문들에서부터 Idea 4G 네트워크의 장점 및 라이브 스트리밍의 힘 등 다양한 질문을 Mallika에게 던졌다. 신기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실제 라
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는 등 라이브 스트리밍과 똑같은 경험을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적
용해 예상 질문들을 준비했고, 그에 따라 Mallika Dua가 미리 답하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던 것을 질문자의 질문에 맞춰 아주 적절하게 제공했던 것이다. 만약
질문자가 인도 영어인 힝글리시로 질문하면, AI가 이를 탐지하고, 머신러닝 기술이 해당 질문에 맞는 답을 제시한다. 덕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용제한 시간
이 없고,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다.

Results: 720만 이용자가 캠페인을 접했고, 클릭률 2.2%을 기록했다.

Idea 4G: Mallika Dua Type: Onlineㅣ Agy: Mindshar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68&source=ppt


Challenge: 닛산이 2019년형 신형 알티마를 출시하며 다양한 컬러를 강조하여 시승률 제고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Solution: 차를 구매할 때 늘 색상 선택이 어려웠다면? 닛산 알티마 바이오 컬러(Nissan Altima Bio-Color) 캠페인은 운전자의 DNA와 천생연분인 컬러의 알티
마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닛산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수천 개의 유전자 중, 시각 및 색상 인지와 관련된 15개의 유전자를 선택, 분석하여 시력과 색맹 소인을
분석한 '컬러 비전(Color Vision)'과 색채 대비에 대한 민감성과 야간 시력을 측정한 '나이트 비전(Night Vision)'이라는 두 가지 유전자 표지자로 분류했다. 마지
막으로, 이 표지자와 운전자의 DNA 테스트 결과를 매칭시켜 고유의 알티마 색상을 제공한다. 시승 예약자는 시승 후, 전시장에서 DNA 테스트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구매를 결정한 고객에 한해 원하는 경우, 테스트 결과에 나온 색상대로 차량을 인도받게 된다.

Nissan: Nissan Altima Bio-Color Type: Design&Brandingㅣ Agy: TBWAㅣ CD: Manuel Bord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01&source=ppt


Challenge: 레노버 요가북은 e잉크 디스플레이로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마치 캔버스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 노트북이다. 그
림을 그리기보다는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사진찍기와 필터링 기술에 열광하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레노버가 어떻게 하면 요가북의 e잉크 디스플레이 기능을
어필할 수 있을까?

Solution: 우크라이나의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현대 포토그래피 및 비주얼 문화 관련 사이트인 Bird in Flight와 손을 잡고 'Art Switch Project' 캠페인을
런칭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Bird in Flight에 게재된 모든 사진들을 요가북을 이용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올렸다. 일러스트레이
션 밑의 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이트 방문자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레노버가 직접 제공한 툴을 이용해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자신도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레노버는 이번 프로젝트 영상을 사이트에 올려 요가북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24시간 만에 트래픽이 2.5배 증가했고, 18만4천 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다. 브랜디드 콘텐츠 확인 시간이 평균 4분을 기록했다.

Lenovo: Art Switch Project Type: Onlineㅣ Agy: NGN.Agencyㅣ CD: Stas Stoyacki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99&source=ppt


Challenge: 혼다의 새로운 지능형 멀티모드 드라이브인 I-MMD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유닛으로,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모두
갖췄다. 기술적으로는 커다란 발전에 해당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I-MMD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Solution: 어린이 한 명과 성인 둘로 구성된 세 명의 브랜드 홍보대사가 전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각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혼다 I-MMD 기술을 설명한
다. 여자 어린이 마르고는 I-MMD를 놀이에 비유하고, 댄서인 브랜든은 해당 기술이 장착된 차량의 유연성을 춤선에 비유한다. 또, 건축가 에릭은 축적 모형을
이용해 주행 효율성을 묘사한다.

Honda: I-MMD Hybrid Technology Explained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idLeeㅣ CD: Sylvain Thir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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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전세계적으로 가짜 뉴스(fake news)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 노선과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Solution: 신문사 메트로(Metro)가 기술의 힘을 빌어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로 했다. 사용자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미지를 선택하는 보안
기술인 캡차(Captcha)가 있다. 메트로는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캡차를 재설계해 홈페이지에 적용했다. 방법은 이렇다. 메트로 홈페이지 방문자
가 특정 기사에 댓글을 남기고 싶다면, 이미지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선택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선택하면, 메트로가 팩트만을 내세워 뉴스를 제대로 설명하
고, 방문자는 드디어 댓글 작성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메트로는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매일 하나씩 올려 독자들이 팩트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Metro: Captcha Against Fake News Type: Outdoorㅣ Agy: Artplanㅣ CD: Zico Farina, Marcos Abru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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