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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 캠페인



Challenge: 킷캣이 브랜드 런칭 85주년을 축하하며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킷캣의 유명 슬로건 'Have a break, have a KITKAT(쉬면서 킷캣 먹자)'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소비자들에게 슬로건이 쉬는 동안 대체할 슬
로건을 직접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참여 캠페인은 10일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AI 온라인 슬로건 생
성기도 개발했다. 킷캣 팬들은 기존 슬로건과 음가가 가장 비슷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슬로건을 AI 온라인 슬로건 생성기를 이용해 만들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8만 뷰를 기록했다.

Kit Kat: 85th Anniversary Type: Online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Nicolás Romanó, 
Ana Cavalcanti, Matt Gilmor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40&source=ppt


Challenge: 야외 활동이 가져다주는 회복의 느낌을 강조하는 맥주 브랜드 Cerveza Patagonia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위축된 때에 소비자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주기로 했다.

Solution: 반가운 소식이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나무를 껴안으면 사람을 껴안을 때만큼 뇌에서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출된
다고 한다. 사람들끼리 허그(hug)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잠시 밖으로 나가 나무를 안아주는 건 어떨까? 맥주 6개들이 한 묶음이 판매될 때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온 Cerveza Patagonia는 이번 'Hug a Tree' 캠페인을 진행하며, 플로리다 거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NS에 해시태그 #HugATreeNotAPerson를
이용해 나무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Cerveza Patagonia 맥주 6개들이 한 묶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별도 진행한다.

Patagonia: Hug A Tree Type: Promotion&Eventㅣ Agy: GU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22&source=ppt


Challenge: 풋락커가 나이키 에어맥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타일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운동화 수집광 문화에서 착안한 캠페인 허브를 구글 슬라이드에서 런칭했다. 'The Endless World of Air Max: A Google Slides Experience'라는 이름
의 이번 양방향 플랫폼은 운동화 수집광들은 이미 구글 슬라이드 같은 툴을 활용해 운동화 출시와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기획
됐다. 캠페인 플랫폼을 방문하면, 사용하는 단말의 종류와 상관없이 슬라이드를 클릭해 양방향 콘텐츠를 무한대로 즐길 수 있다. 풋락커는 실시간으로 경험을
업데이트하고, 에어맥스 전문가인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에어맥스 관련 퀴즈쇼 등 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이브스트리밍 이벤트 참가자들은 운동화를 비
롯한 다양한 경품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 에어맥스 갤러리를 진행해 에어맥스 신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에어맥스들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 이
번 캠페인 허브에서는 에어맥스 구매도 가능하다.

Foot Locker: The Endless World Of Air Max: A 
Google Slides Experience

Type: Online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86&source=ppt


Challenge: 하인즈가 브라질의 SNS 하인즈 팔로워들에게 봉쇄령 기간에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로 했다.

Solution: 인스타그램에서 실루엣만 있는 햄버거 그림에 창의력을 발휘해 나만의 햄버거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 #MakingArtWithHeinz를 진행했다. 완성한 햄
버거 그림을 하인즈 브라질 태그와 함께 자신의 프로필에 올리고, 친구도 초대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정해 그대로 진짜 햄버거를 요리한다. 햄버거는 해당 디자인의 주인공들에게 집으로 하인즈 케첩과
함께 직접 배달된다.

Heinz: #MakingArtWithHeinz Type: Onlineㅣ Agy: Africaㅣ CD: Alexandre Giampaol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06&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바깥 세상이 조용해졌고 재택근무가 흔한 일상이 됐다. 이러한 시기에 보스(Bose)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을 소비자들이 경험하
고 있는 뉴 노멀 환경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수백만 명이 재택근무 중이지만, 모든 집이 사무실만큼 조용한 건 아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자녀들 떠드는 소리 등
실내 소음이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는 순간은 종종 찾아온다. 보스가 런칭한 Noise-O-Meter 사이트를 방문해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자. 데시벨이
높을수록 보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 할인율이 높아지는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Results: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즉각적인 버즈를 크게 일으켜 많은 리테일러들이 본 캠페인을 다른 시장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ose: Noise-0-Meter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Saymon Medeiro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60&source=ppt


Challenge: 요즘은 데이트 하는 순간에도 연인이 아닌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다. 러시아의 초콜릿 브랜드 Raffaello가 달콤한 초콜릿 브랜드답게
연인들끼리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맞잡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Solution: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커플에게 상품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개설된 캠페인 사이트에서 유저들이 짝을 만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캠페인 홈
페이지가 유저의 스마트폰에 열리게 된다.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 적용된 특별 장치를 통해 유저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탐지된다. 커플이 스마트폰을 만지
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포인트를 더 빨리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을 만져서 캠페인 웹페이지가 배경으로 밀려나면 연결이 종료된다.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기는 커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Raffaello: Love, Not like Type: Promotion&EventㅣAgy: Leo BurnettㅣCD: Vladimir Kovalenk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28&source=ppt


Challenge: 대형 브랜드들이 대형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게토레이 콜롬비아는 예산이 부족해서 콜롬비아 국가대표
축구팀 공식 후원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타급 플레이어들을 모델로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Solution: 축구팬들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다. 게토레이는 코파 아메리카 대회 기간에 축구팬들에게 생방송으로 경기를 시청하면서 선수들이 게토레이를 마시
는 순간이 카메라에 잡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가자들 중 우승자에게는 선수들이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게토레이
용기를 증정한다.

Results: 가장 돈을 안 쓰고도 엄청난 결과를 얻는 데 성공했다. 소비자 참여율 17%, 캠페인 공유 99%를 기록하면서 다른 광고주들에 비해 44배나 높은 광고
캠페인 효과를 거뒀다.

Gatorade: Unpaid Product Shot Type: Onlineㅣ Agy: BBDOㅣCD: Andrés Estra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13&source=ppt


Challenge: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스페인의 소형 통신사 Fi Network는 시장에서 가장 넉넉한 데이터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마케팅 예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대형 통신사들 사이에서 미디어 소비 형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다.

Solution: 유튜브에서 유저들과 독특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2019년 할로윈데이에 런칭한 Buried in Gigabytes 캠페인은 스페인
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 한 명에게 스마트폰 하나만 쥐어주고 나무로 짠 관 속에 들어가게 했다. 그가 관에서 탈출하려면 30기가 바이트의 데이터 플랜을
전부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챌린지는 실시간 스트리밍돼 시청자들이 관 속의 유튜버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그에게 최대한 빨리 30기가 바이트
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는 시청자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여러 앱들을 다운받고,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
에 4시간여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 1,550만, 총 시청시간 160만 분 등을 기록했고, 총 5개 국가에서 캠페인을 시청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410% 이상 상승했고, 언급횟
수가 7배 증가했다. 또, 전기 대비 신규고객이 23%나 증가했다.

Fi Network: Buried In Gigabytes Type: OnlineㅣAgy: PS21ㅣCD: Rubén Sánch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65&source=ppt


Challenge: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케아를 학생 자취방에나 들어가는 기능만 강조한 저렴한 가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Solution: 이케아는 가장 스타일리시한 거실에도 어울리는 가구라는 것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로 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18세기 가구 박물관에
이케아 가구들을 들여와 여기저기 설치했다. 방문객들이 클래식하고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이케아 가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현장
상황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제공해 SNS 유저들의 참여도 이끌었다. 물론, SNS 유저들도 같이 이케아 찾기에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360도 뷰로 이케
아를 찾을 수 있는 앱이 제공됐고, 유저들은 즉석에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구매할 수 있다.

Results: 거실 제품 카테고리의 총매출이 10% 상승했다.

Ikea: Museum Of Romanticism Type: OutdoorㅣAgy: McCannㅣCD: Raquel Martínez, Jon Laví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102&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루마니아에 삼성 갤럭시 S10을 출시하며 홍보를 위한 체험형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50여 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루 동안 밤늦은 시간에 대중에게 무료 개방되는 행사인 '롱 나이브 오브 뮤지엄(Long Night of Museums)'에는 밤
늦은 시각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삼성은 이 행사를 갤럭시 S10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여러 곳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각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유명 회화 작품의 캐릭터들로 분장한 사람들이 갤럭시
S10을 들고 서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캐릭터들이 들고 있는 갤럭시 S10이 서로 다른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화상으로 연결시켜주는 포털
의 역할을 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라도 그 전화를 들고 자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의 작품들을 다른 미술관에서 똑같이 갤럭시 S10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원격 가이드가 될 수 있다. 갤럭시 S10 카메라의 슈퍼스테디 기술과 HDR+ 덕분에 원격으로도 작품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롱 나이브
오브 뮤지엄 방문객들은 굳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다른 여러 곳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Results: 수십 명이 갤럭시 S10을 통해 원격 가이드가 되었고, 수백 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Samsung: Art Portals Type: OutdoorㅣAgy: Centrade CheilㅣCD: Ioana Zamfir, Mihai Gong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99&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