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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캠페인



Challenge: 아기들이 등장하는 광고로 큰 인기몰이를 했던 에비앙(Evian)이 2019년에도 귀여운 아기들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으로 돌아와 '젊게 살자(Live
Young)'는 캠페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힙합정신으로 무장한 아기들이 정신없이 바쁘고 쉼없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각자의 내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뭐가 참
된 삶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노래한다. 아기들이 부르는 노래는 정글북(The Jungle Book) OST인 'The Bare Necessities'를 리메이크할 곡으로, 괜한 근심걱정일
랑 잊고 아기들이나 동물처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찾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아기들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비
앙 캠페인들과는 다르다. 한편, 친환경 브랜드를 선언한 에비앙은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 아기들이 직접 용기를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과 더불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스웩 넘치는 아기들의 모습이 프린트된 셔츠 등 굿즈가 이번 캠
페인송 발매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Results: 영상 공개 불과 몇 시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

Evian: The Baby Bare Necessities Type: Otherㅣ Agy: BETC l CD: Nicolas Lautier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95&source=ppt


Challenge: 칠레 중남부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에 걸쳐 살고 있는 마푸체(Mapuche) 원주민에 대한 칠레의 탄압이 5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칠레는
조상들의 땅을 돌려달라는 마푸체족을 체포 및 감금하고,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행했다. 여전히 압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 매체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인 Aukin Digital Journal이 외부에 진실을 알릴 방법을 강구하기에 나섰다.

Solution: 칠레에서 마푸체족이 여전히 인지되고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매체가 있다. 바로 100페소짜리 동전이다. 100페소에는 마푸체 인디언 여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마푸체라는 글자도 보인다. 여기에 착안한 Aukin Digial Journal은 100페소 속 마푸체 여인 위에 펜으로 줄을 그어 감옥에 갇힌 마푸체족을 상징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전에 줄을 긋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SNS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영향을 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언론 홍보 효과 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천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 사용된 100페소 동전은 150만 개 이상 됐다.

Aukin Digital Journal: Liberty Coins Type: Outdoorㅣ Agy: Pedro Juan & Diego l CD: Agustin Speroni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81&source=ppt


Challenge: 대형 할인 매장 Aldi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의 38%가 저녁식사 시간에 제때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지 않는데, 부모의 1/4
이상이 그 원인을 온라인 게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ldi는 가족간의 유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저녁식사 시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실력이 뛰어난 전문 게이머들의 힘을 빌어 아이들이 저녁식사 시간에 게임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Teatime Takedown' 캠페인을 런칭했다. 신
청자 부모의 자녀들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가도 프로 게이머들의 실력에 막혀 게임에 지게 될 것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의 말에 당장 조이스틱이나
마우스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향할 것이다. Aldi는 온라인 영상 외에도, 라디오와 매장내 영수증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부모는 페
이스북에 자녀의 게이머 ID와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어머니의 날을 맞아 Teatime Takedown 서비스를 정오부터 저녁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LDI: Teatime Takedown Type: Otherㅣ Agy: McCann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94&source=ppt


Challenge: 아랍권에서 여권신장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다방면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이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축구만큼은 여전히
남성지배적이다. 경기, 중계, 관람 그 어디에서도 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Solution: 코카콜라가 여성들로만 구성된 축구 중계진을 만들었다. 코카콜라 오프사이드(Coca-Cola Offside)라는 이름의 축구 중계진은 스포츠와 문화계의 여
성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대표팀 축구경기가 열리던 날, 90분 동안 선수진과 경기를 5개의 SNS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
로 분석하고 중계했다.

Results: 440만 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고, 130만 이상의 뷰를 기록했다. 해당 축구경기에서 여성 시청자의 인게이지먼트율이 85%나 증가했다.

Coca-Cola: Offside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l CD: Alaa Demachkie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60&source=ppt


Challenge: 영어로 'retard/retarded'는 원래는 저능아나 정신지체자를 칭하는 말인데 멍청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정신지체자를 비하하는 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언사다. 그런데 이 retard란 말이 트위터에서 5초 마다 등장한다고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무척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이다.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단체 Avivo는 retard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트위터에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트위터에 올라오는 retard/retarded란 단어를 모두 발견하는 트위터 봇을 개발했다. 이 봇은 문제의 단어를 발견하는 대로 트윗 작성자에게 그 단어
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을 전송하며 잘못된 언사를 깨닫게 했다.

Results: 동영상을 받은 트위터 이용자의 62%가 동영상을 확인했다. 동영상이 첫 주에 10,363뷰를 기록했고, 30개국 언론에서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하루 만에
언론홍보효과 2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

Avivo: The R Word Type: Outdoorㅣ Agy: BBDO l CD: Ben Green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4&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겨울은 혹독하기 그지없다. 얼마나 추운지 트위터에는 겨울이 지긋지긋하다, 캐나다를 탈출하고 싶다 등등의 불평불만이 욕설과 함께
자주 목격된다. 온라인 여행사 Hotels.com은 지독한 추위에 얼어붙은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행으로 풀어줄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Hotels.com이 Winter Swear Jar라는 겨울에 대한 욕설을 담는 병을 마련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WinterSwearJar를 이용해 겨울을 저주하고 욕
하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올 때마다 Hotels.com이 욕 담는 병에 25센트씩을 넣어준다. 그리고 1천달러가 모일 때마다 행운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나라로의 무
료 여행권을 선물한다.

Hotels.com: Winter Swear Jar Type: Onlineㅣ Agy: J. Walter Thompson l CD: Denise Cole, Laurent Abesdris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442&source=ppt


Challenge: 시리얼 브랜드 Hubbards는 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곡물이나 과일 또는 너트류 등을 믹스한 여러 버전의 제품을 선보이며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뉴질랜드의 인기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인 The Bachelor를 SNS에서 패러디한 캠페인 The Oatchelor를 런칭했다. 남성들이 등장해 진정한 짝을 찾
기 위해 파트너들을 만나본다는 내용의 The Bachelor는 인기프로그램인만큼 SNS에서도 방송 스틸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온다. The Oatchelor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그런 사진들을 패러디해 귀리와 라스베리, 귀리와 피스타치오, 귀리와 배 등등이 짝을 이뤄 방송과 똑같은 포즈를 취한 사진들을 올리며 가장 마음
에 드는 짝을 투표로 뽑아줄 것을 요청했다.

Results: 2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 귀리와 라스베리가 1등으로 뽑혔다.

Hubbards: The Oatchelor Type: Otherㅣ Agy: Sugar&Partners l CD: Damon O’Leary, Dave Nash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64&source=ppt


Challenge: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맘껏 먹었던 사람들은 새해 들어 급히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새해라고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버거 전문 체인 레스토랑 Red Robin이 다이어트족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버거 메뉴 Chicken Avocado Wedgie Burger를 선보였다. 버거 재료 중 살을
찌우게 하는 일등공신인 번(bun, 햄버거 빵) 대신 양상추로 햄버거 패티와 속재료를 모두 감싼 신메뉴다. 이 독특한 신메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
을까?

Solution: 2016년에 먹는 번 말고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번이 있다. 바로 맨번(man-bun)이라고 하는 꽁지머리 헤어스타일이다. Red Robin은 호불
호가 갈렸던 이 맨번 스타일도 새해에 들어서 먹는 번과 함께 없어져야 할 번으로 규정하고, 보면 웃음이 나오는 갖가지 맨번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남성들이
과감히 맨번을 잘라버리는 동영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SNS에서는 #LOSETHEBUN 캠페인을 런칭해 번 자르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포스팅을 통해 번 없는 다양한 Red Robin 메뉴를 소개했다.

Red Robin: #LoseTheBun Type: Onlineㅣ Agy: KBS+p l CD: Deb Maltzman, Angela Denise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219&source=ppt


Challenge: 이어폰,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제조사 Ultimate Ears가 UE Boom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경쟁사들이 유명 인기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울 때 Ultimate Ears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진 유튜브 스타들,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Make Music Social 캠페인을 런칭했다. Miranda Sings, Nathan Barnett 등 유튜브 스타들부터 EDM 바이올리니스트 Lindsey Stirling에 이르기까지 UE Boom
무선 스피커를 거리로 들고 나가 대중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올렸다.

Results: 2백 여 개의 컨텐츠들이 제작됐고 3천1백만 뷰를 기록하며 UE Boom의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Ultimate Ears : Make Music Social Type: Onlineㅣ Agy: GreenLight Media & Marketing Los Angeles l CD: James Toal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034&source=ppt


Challenge: 삼성 갤럭시 S4의 뉴질랜드 런칭에 앞서 소비자들의 높은 인게이지먼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

Solution: 새로운 디지털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매장 밖에서 밤샘을 하며 줄 서 있는 광경들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삼성은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고 동시
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갤럭시 S4 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SNS로 가상 줄서기를 한 것. 줄 서기를 클릭하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면 갤럭시 S4를 사기 위해 매장 밖에서 줄을 서는 것처럼 순서를 배정받게 된다. 그런데 갤럭시 S4 출시 홍보를 SNS 상에서 활발히 벌이는 유저들은 활
약상만큼 점점 앞 줄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출시 전 날 매장 밖에 디지털 스크린을 길게 설치한 뒤 온라인에서의 줄서기 현황을 디
스플레이해 캠페인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실제 줄을 선 것 같은 장면을 연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Results: 2주 간 1만2천 명이 줄서기에 참여, 8만5천 개의 홍보글을 SNS상에서 공유했고 3백만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시장점유율이 12% 상승했다.

Samsung: The Smart Phone Line Type: Onlineㅣ Agy: Colenso BBDO Auckland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027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