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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Hub: #EndTheOrgasmGap

Type: Onlineㅣ Agy: BAR Ogilvyㅣ CD: João Amaral, Nuno Riça

Challenge: 여성의 40%가 이성과의 성관계 중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PornHub이 세계 최대 성인물 사이트로서 해결책을 찾
아나서기로 했다.
Solution: 여성이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성이 오르가즘에 먼저 이르면서 성관계가 끝나기 때문이다. PornHub은 이것을 오르가즘 갭(orgasm
gap)이라고 부르고, 세계 여성 오르가즘의 날(International Female Orgasm Day)을 맞아 남성 가입자가 대부분인 PornHub의 콘텐츠들에 약간의 훼방을 놓았
다. 콘텐츠가 40% 진행됐을 때 버퍼링이 일어나게 만들어 시청 중인 남성 가입자가 한창 달아오르려 할 때 끊기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공감할 수 있게끔 했다.
한편 여성들에게는 자신에게 만족을 준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해 PornHub이 해당 남성들에게 상장을 수여해 칭찬과 격
려를 해주기로 했다.
자세히보기

Movember: Together We Stand

Type: Outdoorㅣ Agy: In the Company of Huskiesㅣ CD: -

Challenge: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30%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고, 84%는 누군가 안부를 물어봐 줄 때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정작 안부 인사를 받아본 사람은 45%에 불과했다. 남성 질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모벰버(Movember)'는 남성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onversation Piece' 캠페인을 런칭했다. 향후 몇주간 아일랜드 더
블린에 소재하고 있는 랜드마크 건물들에는 프로젝션으로 모벰버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빛나며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유명한 대형 풀베그 굴
뚝에 'Together we stand', 즉 우리는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프로젝션으로 투영되며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
자세히보기

Bulldog Skincare: For The Goodest Man

Type: Filmㅣ Agy: adam&evenycㅣ CD: Ash Tavassoli, Jess Toye

Challenge: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Bulldog Skincare가 로션, 샤워 제품, 면도 제품 등의 친환경 성분 및 제품 포장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브랜드 캐릭터인 불독이 등장하는 총 네 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친환경 Bulldog Skincare 제품으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주인 곁
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퍼붓는 불독과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주인의 모습이 재미있는 영상들이다. 특히 Bulldog Skincare 제품들의 친환경적인 특징들을
모두 열거하는 불독 덕분에 시청자가 제품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Results: 유튜브에서 7개월 동안 'Bulldog skincard. For the goodest man'이 104만 뷰, 'Bulldog body wash. For the goodest man'이 365만 뷰, 'Bulldog
beard oil. For the goodest man'이 126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Gillette: Made Of What Matters

Type: Filmㅣ Agy: Saatchi & Saatchi , Great Gunsㅣ
CD: Claudio Pasqualetti

Challenge: 질레트가 영국의 차세대 남성 소비자를 타깃으로 축구를 활용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질레트의 글로벌 홍보대사인 축구선수 라힘 스털링(Rahim Sterling)이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Made of
What Matters'를 공개했다. 비평가들마저도 인정하게 만들고 축구경기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며 많은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손꼽히게 된 스털
링 선수가 축구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강조한 영상이다. 질레트는 영상 외에도 유소년 교육 자선단체 FBB와 손잡고,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후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Results: 2개월간 유튜브 조회수 130만 회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Old Spice: Smell Like Your Own Man, Man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Matt Sorrell,
Ashley Davis-Marshall

Challenge: 올드 스파이스(Old Spice)가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제품력은 뛰어나면서 향은 좀더 부드러워진 Old Spice Ultra Smooth를 출시하며 이를 홍
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2010년, 올드 스파이스는 배우 이사이아 무스타파가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10년이 지난 2020년, 이번
에는 이사이아 무스타파의 아들이 등장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그는 'Office Visit'이란 영상에서 회사 미팅 중 별안간 물 위를 발로 통나무를 굴리
며 나타난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부드러워진 올드 스파이스 새 제품을 쓰겠다고 선언한다. 이어지
는 영상 'Time Out'에서는 아들이 경기를 있던 농구 코트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이스하키를 하며 등장해 색소폰 연주 실력까지 뽐내며 자신이 애용하는 올드
스파이스 제품이 더 낫다고 피력하지만 아들은 신제품 Ultra Smooth가 자기한테는 딱이라고 못박는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시그니처 흰 말까지 타고 농
구를 해 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Results: 1주 만에 Office Visit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10만, Time Out 조회수가 95만 회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Panasonic: Your Inner Man

Type: Otherㅣ Agy: S.I. Newhouse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s
ㅣ CD: Benjamin Lin

Challenge: 면도기 브랜드 파나소닉이 세계 남성의 날을 기념해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할 SNS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남성에 대한 스스로와 이성의 편견이 분명 존재한다. 파나소닉은 세계 남성의 날을 맞아 남성들을 향해 이러한 편견을 깨고, 남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마음껏 드러내보자고 했다. 파나소닉은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해시태그 #myinnerman을 이용해 내면의 자신을 공개하자고 했다. 팔로워는 같은 해시태
그로 댓글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파나소닉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스캔 작업을 통해 키워드를 식별하여, 팔로워의 가슴 사진에 키워드 이미지가 셰이빙으로 남
겨진 사진을 만들어 보내줌으로써 트위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팔로워가 '나는 진짜 남자도 되지만, 동시에 발레를 사랑한다'고 트윗을 보내면, 발
레리나 이미지만 남기고 가슴이 셰이빙된 사진이 생성돼, 가슴 한 구석에 숨쉬고 있는 발레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게 된다.
자세히보기

Volkswagen Commercial Vehicles: Balls To Cancer

Type: Otherㅣ Agy: DDBㅣ CD: Matt Woolner ,
Steve Wioland

Challenge: 폭스바겐이 남성 건강 인식의 달 기념 PSA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남성암 예방 홍보 단체인 Balls to Cancer와 공동으로 런칭한 캠페인은 남성들에게 차에 신경쓰는 만큼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라고 주문한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남성 운전자가 폭스바겐 기술자에게 자신의 밴을 점검 받은 후 갑자기 바지를 내리면서 '여기도 괜찮은지 봐달라'고 말해 웃음을 선사한다.
폭스바겐 관계자에 따르면, 폭스바겐 밴 고객들에게 있어서 밴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이상징
후가 포착돼도 곧장 서비스센터를 찾는다고 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제작됐다. 밴의 문제를 생계와 직관시켜 생각하는 남성들을 향해 폭스
바겐과 Balls to Cancer는 고환암이야 말로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밴이 고장나면 서비스센터를 찾듯이 전문의를 찾아가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메시지다. 한편, 폭스바겐은 캠페인 기간 동안 직원들이 고환암 예방을 위한 기금모으기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Lynx: The AJ Lynx Drop

Type: Onlineㅣ Agy: TMWㅣ CD: -

Challenge: 남성용 데오드란트 링스(Lynx)가 영국에서 대대적인 프로모션 캠페인을 기획한다.
Solution: 영국 프로권투선수로 세계 챔피언인 앤서니 조슈아(Anthony Joshua)와 브랜드 홍보대사 계약을 맺고, 앤서니 죠슈아의 이름과 이미지, 사인이 들어
간 한정판 AJ Lynx Drop을 출시했다. 영국 전국에 숨겨 놓은 850개의 한정판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게임을 통해 찾아내는 참가자들에게는 카
디프에서 열리는 세계 프로권투선수권 대회 티켓이 주어진다.
자세히보기

Heineken: A ‘Dam Fresh Heineken

Type: Onlineㅣ Agy: DDB & Tribal Amsterdamㅣ CD: Joris Kuijpers,
Dylan den Backer

Challenge: 소규모 맥주 제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하이네켄이 암스테르담 원조 맥주로서의 위상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Solution: 암스테르담을 찾는 젊은 남성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맞춤형 하이네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텔 및 항공사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암스테
르담 항공편을 예약해 놓은 타깃 오디언스들을 추적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시장에서는 배너 광고를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
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암스테르담에 도착 예정인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하이네켄은 맥주 양조 기간인 28
일을 고려하여 입국일로부터 28일 전에 각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맥주의 제작 과정을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을 통해 이미지와 메세지로 전달했다. 아
울러, 암스테르담 오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물었다. 마침내 이들이 입국했을 때,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하이네켄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름과 비행 날짜, 그
리고 암스테르담에서 가고 싶은 곳이 표시된 지도가 라벨로 제공되는 하이네켄 병맥주를 받았다.
Results: 캠페인 2주만에 수용 가능한 양의 두 배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
자세히보기

Alivia: War On Cancer

Type: Onlineㅣ Agy: Saatchi & Saatchiㅣ CD: John Pallant,
Kamil Majewski

Challenge: 암환자들과 가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닌 재정적 도움이다. 폴란드의 암환자 돕기 재단 Alivia Foundation이 자선단체 모금 활
동에 관심과 참여가 가장 적은 젊은 남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암환자 돕기 기금마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즐기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게임 'War On Cancer'를 제작했다. 암환자는 병마와 고독과 재정적 어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사 캐릭터를
떠올렸고, 이에 암환자가 주인공 여전사로 등장하는 게임을 만들었다. 여전사가 암세포를 물리친다는 설정의 이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고,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 구매 시에 결제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수익금과 광고수익금이 재단에 기부되는 거다. 특히, 게임은
Alivia Foundation의 암환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유저가 환자를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만약 유저가 환자를 선택하지 않을 경
우, 수익금은 불특정 환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Results: 폴란드화 500만 즐로티의 기금이 모금됐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