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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캉스 캠페인



Challenge: 전기 보트 브랜드 X Shore가 여름철 맞이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스웨덴에서 2015년에 히트한 노래 'Sun is Shining'으로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가사와 함께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가족용
100% 전기 보트 X Shore Eelex 8000이 유유히 시원한 물 위를 가르는 영상은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강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며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는 스
웨덴 사람들의 여름철 바캉스 전통을 보여준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97만 뷰를 기록했다.

X Shore: Sun Is Shining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20&source=ppt


Challenge: 자동차 렌탈 회사 Avis Budget Group이 바캉스철을 앞두고 Avis Budget의 빠른 렌탈 서비스인 Digital Check In과 Fastbreak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금지되면서 국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자동차 렌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반면 많은 자동차 렌탈 업체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요구해서 일단 자동차 렌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거리낌을 갖게 된다.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운전 중인 커플이 잔뜩 들뜬 마음으로 아름다운 무지개 너머로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서류를 비롯한 온갖 절차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을 그렸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9만 뷰를 기록했다.

Avis Budget Group: Get To The Good 
Stuff - Fastbreak

Type: Filmㅣ Agy: Hava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41&source=ppt


Challenge: 콘돔 브랜드 DUO가 여름 바캉스철 맞이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그리스가 그러한 안정성을 내걸고 최근 여름철을 겨냥한 관광 캠페인을 야심차게 선보인 바 있다. 안전한 성생활
을 강조하는 DUO가 여기에 착안해 DUO와 함께 그리스에서 더 안전한 여름을 즐기라는 메시지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눈부시게 파란 바다를 보여준 그
리스 관광청 영상을 패러디한 DUO의 캠페인 영상은 그리스 바다와 주변 섬에서 찾은 성적 이미지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며 DUO와 함께라면 그리스에서의
여름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Results: SNS를 중심으로 바이럴 영상으로 떠올랐고, 유튜브에서는 6일간 조회수 45만 뷰를 기록했다.

Duo: Greek Summer Even Safer With DUO Type: Filmㅣ Agy: 4 Wise Monkey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41&source=ppt


Challenge: 우루과이의 여름 바캉스철을 앞두고 맥도날드가 우루과이 최대 휴양지인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매출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우루과이의 경기 침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광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요구된다.

Solution: 배달앱 PedidosYa와 손잡고 푼타델에스테 지역 6개 해변에 맥딜리버리 포인트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해변에서 마음껏 쉬고 놀다가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이동할 필요없이 맥도날드를 즐길 수 있도록 6개 해변에 맥도날드가 배달되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맥도날드와 PedidosYa는 지자체와 함
께 맥딜리버리 포인트 바로 옆에 휴지통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배달음식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다

Mcdonald's: Mcdelivery Point Type: Otherㅣ Agy: TBWAㅣ CD: Diego Varel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15&source=ppt


Challenge: 아랍에미레이트의 야스 아일랜드 테마 파크가 여름철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시원한 옷차림의 남성이 자신이 '여름(summer)'이라고 소개한다. 놀라겠지만, 자신은 말을 할 줄 안다며, 바캉스 계획 중인 여러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나름 야심차게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리조트라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고 특별할 게
없다고 말한다. 역시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분석이다. 그런 그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야스 아일랜드다. 각종 인증과 수상 경력으로 이미 세계
최고의 워터파크로 인정 받은 야스 아일랜드야말로 특별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름'이 추천한다.

Results: 두 달 만에 조회수 380만을 기록했다.

Yas Island Theme Parks: Summer Says Yas Type: Film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21&source=ppt


Challenge: 런던시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 최고의 관광지임을 확인시켜주고, 해외 기업가들에게
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LondonIsOpen 캠페인을 런칭해 관광,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각 타깃 분야별로 다이내믹한 런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스포츠, 엔
터테인먼트, 요리 등 분야별 유명인사들이 등장하고, 런던의 명소들이 모두 소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상들은 여름철 런던이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꼭 가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런던시는 이번 영상과 더불어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관광객들이 방문할 장소와 여름
철 특별 행사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캠페인 런칭 이후 한 달 간, 수천 명이 윔블던, BST 하이드 파크 등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하는 등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Mayors Office London: #LondonIsOpen 
For Summer 

Type: Outdoo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344&source=ppt


Challenge: 영국 온라인 리테일러 Very.co.uk는 의류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Very.co.uk는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
용하며 패션에 민감한 25-34세 여성들을 타깃으로 여름철 컬렉션을 홍보하고, 동시에 브랜드가 의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용품들과 전자제품
을 판매하는 사이트임을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타깃 오디언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곡인 Fresh Prince and DJ Jazzy Jeff의 'Summertime'을 브리티시
팝적인 새로운 버전으로 리메이킹한 곡을 팝 듀오 Rizzle Kicks가 불렀고, 여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뮤직비디오에는 Rizzle Kicks 외에도 원곡을 부른 Jazzy Jeff
가 카메오로 등장했다. 뮤직비디오에는 가수를 비롯해 브랜드 모델인 로셸 흄즈(Rochelle Humes) 등 모든 등장인물들이 여름철 컬렉션을 입고 나오며 소비자
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5초만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광고인 트루뷰(TrueView) 광고용 비디오로 제작해 광고 효과를 높였다.

Results: 브랜드 웹사이트 접속자들 중 45%가 사이트 최초 이용자들로 조사됐고, 동영상 뷰가 260만을 기록했다. 캠페인 영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률이 91%에
달했고, 170개의 언론 기사가 작성됐다. 해시태그 #summertime을 사용하거나 접한 사용자가 3천만을 기록했다. 또, 동영상을 시청한 유저들로부터 140만 파
운드의 매출이 일어났다

Very.co.uk: Best Use Of Video Type: Onlineㅣ Agy: Hse Cak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808&source=ppt


Challenge: 이스라엘은 피부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드럭스토어 체인 Super-Pharm에서 여름
철을 맞아 Life Sun이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홍보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을 피해 해변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자외선 피해가 적은 시간인 'sun safe hours'에 해변을 찾아야 안전하지만 모래사장에 자리를 맡으려면 아무래도 일찍 해변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외선에 무바이로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에 Super-Pharm은 이스라엘 암 협회와 공동으로 '라이브 드론 해변 보고서' 캠페인을 런칭했다. 드론이 해변 상
공을 날며 빈자리를 찾아주며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현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각에 여유롭게 해변으로 나와 여름을 즐길 수 있다.

Results: 분당 100회 이상의 인터랙션이 일어났고, 1시간만에 3만 뷰를 기록했다.

Life: The Live Drone Beach Report Type: Onlineㅣ Agy: BBR Saatchi & Saatchiㅣ CD: Yuval Zucker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634&source=ppt


Challenge: 밀러 라이트 맥주가 여름철을 맞아 야외를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여러 옥외 장소에서 #ITSMILLERTIME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야구경기장에 밀러바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뮤직 페스티벌 장소에 대형 파라솔을
설치해 수 십명이 그늘 밑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도록 했다. 해변에서 지나치게 썬탠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경비행기에 '피부가 타지 않게 조심하라'는 등
실시간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걸어 유용한 팁을 제공하기도 했고, 자동 자외선차단기 분사 머신을 설치해 선크림 바르기를 귀찮아하거나 깜박하는 이들의
수고를 덜었다. 아울러, 바베큐 파티가 진행되는 곳에 라이브 뮤직 밴드를 보내 즐거운 여름밤을 책임졌다.

Results: 소셜미디어에 호응이 이어졌다.

Miller: Summer Kick Back Type: Outdoo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402&source=ppt


Challenge: 요즘은 동안에 여전히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50대들이 많다. 특히 여름철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에도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숨기려해도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노안이다. 책을 볼 때 저만치 거리를 둔 채 실눈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섹시한 몸매의 소유자라도 티
가 나기 마련이다.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See Concept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원시용 패션 선글라스를 런칭하며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글씨 중에 가장 작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류에 붙어 있는 라벨 글씨일 것이다. 이런 라벨 글씨도 당당히 가까이서 읽을 수 있
다면 누가 감히 50대로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See Concept는 해변에서 읽을 수 있는 소책자가 라벨로 붙어 있는 스타일리시한 티셔츠를 제작했다. 새롭게 출
시된 선글라스를 티셔츠와 함께 포장한 상품을 파리의 잘나가는 컨셉 스토어에서 판매해 휴가철을 앞두고 패션과 시력 교정을 모두 중시하는 타깃 오디언스
의 관심을 끌었다.

Results: 500개 한정 상품이 이틀만에 품절됐고 2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패션 채널에서 캠페인을 소개했다.

See Concept: T-Book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Havas Worldwideㅣ CD: Christophe Coffr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05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