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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캠페인



Challenge: 태국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구글을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해외축구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는 구글 검색을 사용하
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에 구글 검색 엔진이 심도 깊은 실시간 축구 정보를 가장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해외 축구 경기가 시차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중계된다. 때문에 밤잠을 설쳐 낮 동안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에 착안해 구글이 심야 축구 경기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재현했다. 점수, 골, 페널티, 파울, 일정 등 구글을 검색해서 나오는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스타그
램 스토리에 하나의 경기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다. 이때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하단 화면을 올리기만 하면 구글로 이동해 좀더 자세한 경기 내용과 분석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구글에서 축구를 검색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30만을 기록했다.

Google: Google Insta-Highlight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Toasterㅣ CD: Yong Yu T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99&source=ppt


Challenge: 매년 지구의 날(Earth Day)을 다양한 채널로 기념해온 미항공우주국(NASA)이 봉쇄령 기간에도 소속 과학자들이 일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집에서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자는 #EarthDayAtHome 캠페인을 런칭했다. 지구의 날 하루 동안 나사 소속 과학자들이 게임, 팟캐스트, 동영상,
레고 게임 등을 진행하고, 지구의 날 움짤을 만든다. 특히, 나사 페이스북 채널에서는 과학자들이 남극에 살면서 일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스트
리밍으로 제공된다. 동영상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다양한 주제로 만
든 짧은 동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사 소속 아트 디렉터가 만든 50주년 기념 포스터 또한 공개된다. 일반인들도 SNS에 캠페인 해시태그
를 이용해 사진과 이미지를 올려 나름의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NASA: #EarthDayAtHome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19&source=ppt


Challenge: 미국 공익광고단체 Ad Council이 구글, ANA, 기타 광고, 미디어, 마케팅 트레이드 협회 등과 손잡고 미국인들에게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호소할 캠
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의 '#StayHome. Save Lives'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참가단체 및 기관들은 모두 SNS와 웹사이트에서 각자의 로고를 집을 뜻하는 지붕 모양의 아이콘으로 교체했다. 또한, DJ 칼리드, 테일러 베넷, 지아니나
지벨리, 미셸 윌리엄스 등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3주간 79만 회를 기록했다.

Ad Council: #StayHome. Save Lives Type: Onlineㅣ Agy: Ad Counci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52&source=ppt


Challenge: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Wendy's)가 아침식사 메뉴를 출시하며 경쟁사 아침메뉴보다 더 내용이 실하고 맛있는 메뉴임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
려고 한다.

Solution: 기존에 먹던 질리는 아침식사는 이제 잊고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식사'로 곧 등극할 웬디스 아침 메뉴를 한 번 맛보라는 메시지로 자신감을
한껏 내비친 TVC 영상들을 공개했다. 출시를 기념해 웬디스는 웬디스 모바일 앱으로 구매 시 사이드메뉴 하나를 무료 제공한다. 이외에도, X-Games, 데이토나
500 등 주요 스포츠 경기와 레이싱 행사에서 시식회를 진행하고, 전 맥도날드 쉐프가 웬디스 아침식사를 극찬하는 동영상과 비하인드 영상을 SNS로 공개하며,
타임스퀘어에서 신규메뉴 관련 UGC 이벤트를 진행한다.

Wendy's: Wendy's Breakfast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34&source=ppt


Challenge: 약속 취소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오늘 야근이야', '냉장고가 고장났어', '나 오늘 아파' 등등 급조한 핑계들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약속을 취소하고 미루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우리는 쉽게 잊고 산다.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상기시킬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윤일인 2월 29일에 친구 또는 가족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무료로 스텔라 아르투아를 함께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를 위해 스텔라 아르투아는 윤달이 있는 해에 매일 1천 달러씩을 적립해 총 36만6천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었다. 브랜드 SNS 계정을 팔로잉한 뒤
윤일을 함께 보내고 싶은 21세 이상 팔로워와 캠페인 영상을 공유하고, 외식을 한 뒤 스텔라 아르투아 구매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스
텔라 아르투아가 기금에서 청구액만큼을 유저에게 환불해준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5일 만에 37만 회를 기록했다.

Stella Artois: #Uncancel Plans This Leap Day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66&source=ppt


Challenge: 속쓰림 위장약 Tums의 2020 슈퍼볼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파랗기만 해서 별 쓰임이 없었던 파란색 동그라미 이모티콘을 활용한 SNS 캠페인 #Tumsworthy를 런칭했다. 슈퍼볼 경기가
중계되는 동안 응원하는 팀이 공을 놓쳐서, 음식을 먹다가 소화불량이 와서, 또는 너무 많은 광고 때문에 속쓰림이 왔다면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TumsWorthy
를 이용해 이벤트에 참가하자. 파란색 동그라미 이모티콘을 이용해 그러한 속쓰림 모먼트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우승자에게는 54,000달러 상당의 상금 또는
여행 상품권이 증정된다.

Results: 슈퍼볼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캠페인 해시태그가 64,000회 이상 사용됐고, 캠페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3주간 571만 회를 기록했다.

Tums: Tumsworthy Type: Onlineㅣ Agy: Grey NYㅣ CD: Guillermo Aracen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63&source=ppt


Challenge: 오레오가 유럽 시장에서 버즈와 매출 제고를 목표로 소비자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오레오 최초로 한정판 패션 컬렉션을 런칭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 명의 유럽 출신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패션 컬렉션은 오레오
이미지를 재미있게 활용해 넣은 티셔츠, 추리닝 상의, 벙거지 모자, 슬링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팔로워 수가 총합 400만인 이들 세 명의 인플루언서들은 각자
스타일대로 청자켓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 컬렉션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특별 오레오 팩 구매 후 캠페인 사이트와 SNS 브랜드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행운의 주인공에게 1,000 유로 상당의 상금과 컬렉션이 상품으로 주어진다. 이번 캠페인으로 오레오는 단순히 쿠키 브랜드를 넘어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reo: Twist Your Style Type: Onlineㅣ Agy: Elvisㅣ CD: Jack Bowd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56&source=ppt


Challenge: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이 고위 왕족 지위를 버리고 왕실을 떠난다. 트위터로 재치있는 마케팅 캠페인을 자주 선보이고 있는 버거킹이 로고가 왕관
인 것에 착안한 재미난 SNS 캠페인을 다시 한번 노린다.

Solution: 해리왕자 내외가 왕실을 떠나면 경제적 지원도 끊기고 온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버거킹은 해리왕자와 왕자비에게 트위터로 아르바이트직을
공식 제안했다. 매년 수천 명이 첫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곳으로 버거킹을 소개하며, 버거킹의 왕관이 아주 잘 맞을 거라는 위트 넘치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여러 해를 공작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왕처럼 먹을 때가 됐다는 말로 끝맺음하며 직원채용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코드를 넣었다.

Results: 불과 며칠 만에 리트윗 1,400회, 좋아요 6,500회 등 트위터 유저들의 큰 반응을 일으켰다.

Burger King: Dear Dukes Type: Onlineㅣ Agy: HOYㅣ CD: Bárbara Gedacht, Cristián Tarz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41&source=ppt


Challenge: 포르쉐가 르망24 레이스 복귀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SNS에서 디지털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트위터와 중국의 웨이보가 포르쉐의 르망24 복귀를 알리는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판단, 트위터 대 웨이보라는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 레이스
를 런칭했다. 방법은 이렇다. 포르쉐의 르망24 레이스 웹사이트에서 트위터나 웨이보로 로그인한 뒤 지인들과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한다. 레이싱의
기본 룰은, 레이싱이 진행되는 동안 트윗을 잘 하는 팀이 가상 레이스에서 더 빠르게 전진한다는 것. 시간 당 트윗 갯수, 팀의 팔로어 수, 트윗의 품질, 포르쉐가
던지는 질문에 답한 갯수 등이 평가 항목이다. 실제 르망24 레이스가 끝날 때 가장 앞선 트위터나 웨이보 팀이 승리하며 포르쉐가 준비한 상품을 수상하게 된
다.

Results: 트위터와 웨이보 통틀어 7만 개의 트윗이 작성됐고 시간당 최대 6천3백여 개의 트윗이 작성됐다. 웹사이트 방문자수가 75만 명을 기록했으며 전세계
적으로 3천7백5십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Porsche: #24SocialRace Type: Onilneㅣ Agy: Fred & Farid Shanghai Chinaㅣ
CD: Feng Huang, Gregoire Chalop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982&source=ppt


Challenge: 페인트 브랜드 Dulux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펀런(Fun Run)의 후원사다. 펀런 참가자들이 브랜드와 이벤트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인도네시아는 거의 모든 국민이 트위터를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펀런이 시작되기 전부터 트위터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웹사이
트를 통해 펀런 무료 참가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유저들은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아바타를 골라 Dulux의 페인트처럼 다양한 색상을 아바타에 입히
며 웹상에서 진행되는 펀런 게임에 참여한다. 트위터와 연계되는 사이트에서 유저들이 요란스럽게 자신의 펀런 이벤트 참가를 트윗 메시지들을 통해 자랑할수
록 점점 결승점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해서 결승선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펀런 참가 티켓을 증정한다. 펀런의 메인 스폰서보다 이벤트 전부터 더욱
주목을 받기 위한 앰부시 마케팅이다.

Results: 한 달 간 2천5백만명이 SNS에서 캠페인을 접했다.

Dulux: Dulux Color Run 
Type: Onlineㅣ Agy: Fortune Indonesia Jakarta Indonesiaㅣ

CD: Reza Ardiansya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84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