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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구축 캠페인



Challenge: 중화항공이 여름 휴가철 맞이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WhatTravelBringsYou 캠페인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솔직한 경험들을 나열하며 공감을 산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은 홋카이도에서 스노
우보드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었고, 암스테르담에서 타투를 받고 왔지만 몰려드는 후회감에 당황하기도 하며, 방콕 갔다가 살만 쪄서 오고, 라스베가스에서 받
아온 혼인증명서를 쓰레기에 버리고, 에딘버러에서 산 귀신 들린 기념품 때문에 겁에 잔뜩 질린다. 하지만 이렇게 전부 운이 나쁜 기억들만 있는 건 아니다. 한
국 여행을 다녀온 여자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만족하고, 로마에서 약혼한 커플도 있고, 마카오에서 잭팟을 터뜨린 남자도 있다. 중화항공은 이번 영상을 통해
아무리 바빠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하며,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과 기념품을 갖고 올 수 있는 여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화항
공은 해외여행 중 임신한 60명의 임산부를 캠페인 영상 시사회에 초대하기도 했다. 뱃속의 아기들도 여행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Results: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600만을 기록했다.

China Airlines: #WhatTravelBringsYou Type: Filmㅣ Agy: Leo Burnett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36&source=ppt


Challenge: 의류 소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의 경우, 가전 브랜드들의 세탁기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삼성과 LG에 뒤지고 있는
일렉트로룩스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패션을 중요시하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한다.

Solution: 세탁기 브랜드로는 최초로 패션과 세탁기를 연결한 마케팅 캠페인 'Fashion Care'를 런칭했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세탁기 캠페인에서는 보
기 드문 컬러풀한 색조가 역동적으로 등장해 마치 패션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했고, 패션을 생각하는 세탁 기능이 옷감과 옷의 색상을 보존한다는 메시지
를 전했다. 세탁기 브랜드로는 드물게 여러 패션 잡지에도 등장해 패션 액세서리로서의 세탁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Results: 브랜드 회상률 90%을 기록했고, 캠페인에 노출된 소비자의 65%가 일렉트로룩스는 의류와 패션을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인식했다. 일렉트로룩스 세
탁기에 대한 리뷰수도 5배 증가했다.

Electrolux: Fashion Care Type: Filmㅣ Agy: Ogilvy & Mather l CD: Hwee Chong Chan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29&source=ppt


Challenge: 데이트 앱의 발달로 이성을 만나기가 쉬운 시대가 됐지만 실망스럽고 피곤하기만 한 데이트도 늘어났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싱글 여성
의 45%가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헌신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Solution: 데이트 사이트 match.com은 많은 싱글들이 진정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어 'Commitment is the new sexy', 즉 '헌신이 새로운 섹시다'
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파트너를 고르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기존 방식의 파트너 찾기 웹사이트가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했다. 인쇄매체 용으로 제작된 캠페인의 카피는 지금은 영혼의 파트너를 찾은 일곱 명이 직접 언급했던 말들로, 'I love
the way you put your toothbrush in my glass(당신이 내 양치컵에 당신 칫솔을 넣는 게 너무 좋아)', 'Whisper in my ear that you want to meet my
parents(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다고 내 귀에 속삭여줘)' 등등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결코 섹시함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Meetic: Commitment Is The New Sexy
Type: Printㅣ Agy: Marcel l CD: Gaëtan Du Peloux & 

Youri Guerassimov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06&source=ppt


Challenge: 고양이 사료 브랜드 Whiskas는 'Feed Curiosity'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고, 반려묘 보호자가 영양가 높은 사료를 제공하여 고양이들의 타고난
호기심 본능을 충실히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Whiskas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도 타고난 호기심을 키워 반려묘와의 더
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Solution: 인간의 호기심이 기술발전을 일궈내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음성비서 기술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음성비서 디바이스들이 인간을 수동적이게 만들
어 호기심을 반감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Whiskas가 개발한 '미아(MIA)'는 최초로 고양이의 호기심에서 영감을 받은 고양이 모양의 음성비서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미아는 오로지 질문만 한다. 따라서, 호기심이 가장 많을 시기의 어린이들은 미아의 질문 덕에 더욱 호기심이 왕성해져서 고양이 친구들처럼 세상을
탐구해나갈 것이다. 모션 센서가 장착된 미아는 사람이 다가오면 대화를 먼저 시작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객관식으로 답을 제시한다. 3D 프린터로 제작
됐으며, Whiskas의 시그니처 색상인 흰색과 보라색으로 제공된다.

Whiskas: Mia Type: Direct Maketingㅣ Agy: AlmapBBDO l CD: André Gola, 
Bruno Prosperi, Keka Morelle, Marcelo Nogueira, Pernilv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71&source=ppt


Challenge: 락음악을 테마로한 뉴욕의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 SingleCut Beersmiths가 일본에 진출하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IPA 맥주를 어필할 캠페인을 런칭
하고자 한다.

Solution: 일본에서만 팔리는 서양 음악 밴드 아티스트를 이르는 '빅 인 재팬(Big in Japan)'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한 SingleCut은 일본에서 출시하게 된
IPA 맥주를 '빅 인 재팬'이라고 명명하고, 빅 인 재팬 현상을 기리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총 네 개의 디자인으로 선보인 캔맥주 용기에는 아기자기하게 디자인
된 일러스트가 QR 코드를 둘러싸고 프린트돼 있다. 일러스트 속 요소들을 하나하나 추측해보면 노래 제목이 나온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스포티파이에서 해
당 곡이 연주되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Big In Japan: QR Codes Type: Outdoorㅣ Agy: Zulu Alpha Kilo l CD: Zak Mroueh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64&source=ppt


Challenge: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 CEZ Group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OOH 캠페인을 기획한다.

Solution: 루마니아에는 Neversea Festival이라는 연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CEZ Group은 이 페스티벌측과 손을 잡고 CEZ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소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특히, 페스티벌에 초대된 루마니아 출신의 젊은 DJ 알렉스 파커는 100미터 높이의 풍력발전기 위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열정적인 디제잉
을 과감히 선보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CEZ Romania: The First DJ To Mix From A Wind 
Turbine At 100 Meters High 

Type: Outdoorㅣ Agy: Rogalski Damaschin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62&source=ppt


Challenge: 시각장애인들에게 스마트폰 셀카를 찍어 자신과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NTT 도코모가 관련 프로젝트를 런
칭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와 일본 대표 휴대전화 기업으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Solution: 시각장애인들에도 사진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다. 비시각장애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진을 설명하는 말을 들으
며 시각장애인들은 바깥 세상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외모를 인식할 수 없었
다. NTT 도코모는 스마트폰 셀카 열풍에서 답을 찾았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열아홉 가정을 초대해 셀카 워크샵을 진행했다. 그 다음, 셀카 찍는 법을
익힌 시각장애인이 촬영한 셀카를 NTT 도코모가 특별한 3D 포맷으로 프린팅하여 손의 촉각으로 셀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물을 전시한 전시회도 열
어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시각장애인이 그토록 궁금했던 자신과 가족의 얼굴을 마침내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셀카 문화에도 소외되지 않
고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캠페인이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이 2주 만에 77만 뷰를 기록했고, 전시회가 큰 성공을 거뒀다.

NTT Docomo: 3D Selfie Project Type: Outdoorㅣ Agy: Dentsu (Japan) l CD: Arata Hon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07&source=ppt


Challenge: 러시아의 인터넷 부동산 포털 CIAN이 주택 렌탈 서비스의 완벽함과 세심함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온라인에서 바이럴 효과
를 불러일으킬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젊은 남녀가 멋진 주택에서 벌거벗은 채로 아침에 일어났다가 창문밖을 내다보고는 사색이 되어 한바탕 소동을 치른다. 집주인들이 여행에서 돌아
왔기 때문. 노부부의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애인을 불러왔나 싶었는데, 영상이 진행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겨우겨우 옷을 차
려입고 소지품을 챙겨 집에서 빠져나간 이들은 사실은 렌탈 예정인 집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파견됐던 CIAN 직원들이다. 애정행각의 장소로 하나씩 비춰줬
던 침대, 세탁기, 욕조 등에서 이들은 집의 상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악한 셈이다. 모든 집안의 상태를 직원이 하나하나 직접 확인한다는 메시지를 영화에
서나 일어날 법한 컨셉으로 전달했다.

Results: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

Cian: We Check Everything In Person Type: Onlineㅣ Agy: Miguelivanov l CD: Miguel Ivanov, 
Daria Sherstobitov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84&source=ppt


Challenge: 영국의 TV 방송사 ITV가 영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는 최대 민영 방송사로서,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대중성이 고스란히 담긴 콘텐츠의 기운을 그대
로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듯한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유니크하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로고를 제작했다. 로고를 다섯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배경 콘텐츠에서 색상을 하나씩 취해 각 부분에 적용시켜
로고마다 저마다 다른 색상을 갖게 했다. 절대로 질리지 않는 변화무쌍함을 갖추며, 영국 대중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ITV 프로그램들을 닮은 로고라는 생
각을 심어준다.

Results: 5주만에 시청자의 52%가 새로운 로고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보였다. BBC, Channel 4 등의 경쟁사가 지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ITV에 대한 인식은 현대적이며 밝다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ITV: ITV Identity Type: Design&Brandingㅣ Agy: ITV Creative London l CD: Phil Li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9907&source=ppt


Challenge: 필립스가 의미있는 혁신을 통해 건강과 복지 개선이라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 일환으로,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과 인구 도시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필립스 라이팅과 헬스케어 사업이 이 두 가지 사회현상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프
로젝트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전략 1. 유관 센터 설립을 지지해 줄 고령화와 도시화 관련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동참시킨다. 2.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소셜미디어 툴을
활용한다. 3.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대화 및 논의를 일으킨다 4. 사내 직원들을 참여시켜 브랜드 캠페인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전략
을 바탕으로 Philips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필립스 건강 복지 센터)를 설립했고 산하에 Livable Cities Think Tank, Active Aging Think Tank 등 두
개의 싱크탱크를 두어 전문가들에 의한 수많은 인사이트, 권고사항,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또, 23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에 관한 메가트
렌드를 연구한 필립스 글로벌 인덱스를 개발했다. 아울러 Philips Livable Cities 어워드를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도시민들의 건강 복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낸 사람들을 수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블로그, SNS 등에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개설하기도 했다.

Philips: Developing Bright Ideas For Our Future Type: Promotion&Eventㅣ Agy: Fleishman Hillard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42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