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7.03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방문객 수 베스트 캠페인



Challenge: 러시아에는 언론 검열이란 게 없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단다. 언론에 나오는 '윗분'들이 공공연히 하는 말이다. 러시아의 유
일한 독립 TV 채널인 TV Rain이 2014년에 바로 그 윗분들의 명령으로 위성과 케이블 사업자로부터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아
마도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TV Rain은 그후로도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유료 가입자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2015년에 푸틴 대통령은 검열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바뀐 건 없었고, 2016년에도, 2017년에
도 마찬가지였다.

Solution: 푸틴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이 열리기 일 주 전, TV Rain이 'Putin turns on the Rain(푸틴이 Rain TV를 켠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웹캠
으로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24시간 동안 TV Rain 방송을 무료 시청할 수 있게 한 프로젝트다.

Results: 순식간에 트렌딩 토픽이 되면서 다양한 포스트, 짤, 리액션 영상, 사진 등이 생성됐다. 실제 기자회견 당시, 한 기자는 현장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웹
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Rain TV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사진이 필수로 걸려 있는 공직자 사무실에서는 공무원들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언
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횟수가 1,450만을 기록했고, 2주 만에 가입자 수가 3.9% 증가했다.

TV Rain: Putin Turns On The Rain Type: Outdoorㅣ Agy: Voskhod (Russia) l CD: Andrey Gubaydullin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15&source=ppt


Challenge: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8년 초, 기발한 마케팅을 즐겨 선보이고 있는 KFC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신박한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
다. 마케팅 예산은 제한적이다.

Solution: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버킷'이라는 치킨 메뉴를 런칭했다. 온라인에서 제한된 시간에 한정수량으로 판매된 이 메뉴는 비트코인
을 받고 판매한다. 비트코인 버킷의 가격은 20캐나다 달러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일반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온
라인에서 비트페이(BitPay)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Results: 삽시간에 신메뉴의 판매가 모두 완료됐다.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횟수가 66억을 기록했고, SNS를 통해 6백만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다.

KFC: Bitcoin Bucket Type: DMㅣ Agy: Dentsu (Canada) l CD: Dane Boaz, Juan Torr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0&source=ppt


Challenge: 르노자동차가 페루에서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OOH가 결합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OOH 캠페인용 모바일 기술 mOOHbile을 적용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타깃
오디언스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르노는 mOOHbile 기술을 이용해 전시장 반경 100미터 내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타깃 오디언스가 인터넷을 볼 때 르노 광고 배너가 뜨도록 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르노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가까운 르노 매장을 안내한다.

Results: 20만 명의 타깃 오디언스가 캠페인을 접했고, 클릭률은 업계 평균보다 1% 높았다. 총 6만여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캠페인을 접했고, 이 중 3,414명이
매장을 방문했다.

Renault: MOOHbile Technology In Stops With TAP TAP Networks
Type: Outdoor ㅣ Agy: Clear Channel l CD: Bruno Calm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881&source=ppt


Challenge: 3일 간 수천 명이 방문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인 아르헨티나 코믹콘에서 워너 채널(Warner Channel)이 방문객들과의 인게이지먼트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한다.

Solution: 워너 채널 부스 참가자들은 인기 드라마 시리즈 '빅뱅 이론(The Big Bang Theory)'의 주인공 셸든의 소파에 앉아보고, 지능을 측정하며, 신작 ‘리버
데일(Riverdale)'의 주인공 탐정 리버데일이 되어 보고, DC 코믹의 캐릭터가 되어 우주 전투를 치른다. 또, DC 코믹 시리즈의 진정한 팬심을 뽐낼
수 있는 퀴즈에도 참여한다. 특히, 우주 전투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되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팬들에게도 현장의 즐거움과 흥미진진함을
전했다.

Results: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 수가 95만 이상을 기록했다.

Warner Channel: Warner Argentina Comic Con Mayo 2017 
Type: Outdoor ㅣ Agy: 5SEIS (Argentina) ㅣ CD: Gabriel Aufgang, Pablo Saque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053&source=ppt


Challenge: 영화 '개구쟁이 스머프 3D'의 프로모션을 위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을 스머프 마을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Solution: 스페인에는 온통 하얀색 건물로 이뤄진 작은 시골 마을들이 1천 5백 여 개에 이른다. 이 중 한 마을을 택해 스머프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변신시
켰다. 론다 협곡에 위치한 주민 수가 4백 명이 채 안되는 작은 마을 Júzcar의 모든 건물, 집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 영화 속 스머프 마을의 이미지
를 갖추게 됐다.

Results: 여름 휴가철에 일반적으로 3백 여 명이 찾아오던 마을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스페인에서만 무료 언론 홍보 효과가 6백만 유로를 기록
했고 전세계적으로는 1천9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마을의 무직자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회사에 취직되는 결과도 낳았다.

Sony Pictures: The Smurf Village Type: Promo ㅣ Agy: Bungalow25 (Spain) ㅣ CD: Pablo Pérez-Solero, Julio Gálv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790&source=ppt


Challenge: Honda Smile Mission은 일본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Petiteco라는 이름의 혼다 피트 자동차가 일본 전국을 여행하며 각 지방의 소식과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리포터 역할을 한다. Honda Smile Mission의 청취자층은 출근 시간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 국한돼 있다. 이에, 청취
자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 기회를 확장해 새로운 청취자들을 유치함으로써 청취율을 제고하고자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전국을 여행하는 Petiteco야말로 직접 청취자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Petiteco를 말하는 자동차로 변신시켰다. 말하는 자
동차이기 때문에 입술이 강조된 귀여운 캐릭터를 덧입은 Petiteco에는 과거 3년 간의 취재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장착됐고 기계 학습 기술이
적용돼 인터넷과 SNS에서 사용되는 최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술적 노력의 결과로, 귀여운 용모의 Petiteco는 전국을 다니며
현지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재를 할 수 있었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각 지방의 행사나 특산물 등을 Petiteco의 목소리로 직접 알렸다.
웹사이트에서는 Petiteco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유저들과 청취자들이 다음 행선지를 추천하면 Petiteco가 그 다음 목적지를 선택했다. 트위
터 계정도 만들어 유저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다음 쇼의 내용을 결정했고, 프리스타일 랩을 배워 일본의 여러 지역들과 사람들을 랩으로 소개
하기도 했다.

Results: 런칭 한 달만에 Petiteco는 TV, 신문, 인터넷, SNS 등에 소개되며 인기몰이를 했다. Honda Smile Mission 프로그램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10배 증가
한 200만 명을 기록하며, 신규 청취자 유치에 성공했다.

Tokyo Fm Broadcasting: Car Radio-Personality Type: Promo ㅣ Agy: Dentsu Tokyo (Japan) ㅣ CD: Yu Ora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318&source=ppt


Challenge: 일본 나고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COP10) 개최를 앞두고 일본 환경성이 일본 국민들 사이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COP10의 성공적 개최를 저해한다고 판단,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생물다양성을 대중들에게 쉽게 인지시키기 위해 일본 전통 오리가미를 활용한 COP10 로고와 슬로건을 제작했다. 종이접기로 다양한 동물들을 만
들어 생물다양성을 나타낸 것.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종이접기(오리가미)를 하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오리가미를 통
해 동물 모양을 접으며 대중들도 직접 전세계에 개최국 일본이 생물다양성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Results: 오리가미 접기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언론에서도 오리가미 접기 행사들을 열었고, 따라서 COP10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컨
퍼런스 방문객수가 지난 행사에 비해 86% 많아졌고 총 방문객수는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언론 보도도 지난 행사에 비해 4배가 증가했다.

MOE: Origami Plants & Animals Type: Promo ㅣ Agy: Dentsu (Japan) ㅣ CD: Takashi Fuku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231&source=ppt


Challenge: 폭스바겐이 겨울철 스웨덴에서 4모션 모델들의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혹독한 스웨덴 겨울철에 더욱 필요한 모델이라는 점을 홍
보하고 시승률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Solution: 곰은 혹독한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대신 긴 수면에 들어가 몸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은 4륜구동인
4모션 모델들도 겨울 맞춤형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이에 귀여운 아기곰 Freja와 함께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카메라가 설치
된 공간에서 Freja는 겨울잠을 자고 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귀여운 모습을 유저들은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
모션의 내용은 이렇다. Freja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4모션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Freja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는 프로모션도 종료
된다.

Results: 캠페인 기간 동안 사이트 순방문자수가 전년 대비 400% 증가한 22만을 기록했다. 3천3백대의 4모션 모델이 판매됐고 시장 점유율이 4% 증가했다.

Volkswagen: The Winter Adjusted Bear Type: Online ㅣ Agy: DDB Stockholm (Sweden ) ㅣ CD: Magnus Jakobs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057&source=ppt


Challenge: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가운데 벨기에의 KBC 은행은 특히나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은 젊은층들을 대
상으로 은행이 아직도 좋은 일에 돈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Solution: 여름철이 되면 젊은이들이 기다리던 각종 뮤직 페스티벌들이 열린다. 그래서 KBC 은행은 1천 장의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무료로 배포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 물론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뮤직 페스티벌에 갈 일은 없다. 대신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이것저것 있기 마련이
다. 그래서 티켓을 쥐고 계신 어르신들이 페이스북에 티켓 한 장 값에 해당하는 이런 저런 부탁들을 올려놓았다. 페이스북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쇼핑을 같이 해달라, 죽은 남편의 묘를 청소해달라, 벨리댄스를 가르쳐달라 등등 갖가지 요청들이 올라왔고 젊은이들은 어르신 돕기에 지원했다.
그렇게 연결된 구세대와 신세대의 만남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됐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도운 댓가로 티켓을 받아 페스티
벌을 즐길 수 있었다.

Results: 1주일만에 웹사이트 방문자수가 7만을 기록했고, 280% 이상의 온라인 미디어 홍보 효과를 거뒀다.

KBC: Today's Youth For Yesterday's Youth Type: Online ㅣ Agy: Tbwa Brussels (Belgium) ㅣ CD: Jan Mack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7923&source=ppt


Challenge: 필기구 브랜드 파버카스텔(Faber-Castell)이 수채화 색연필(Artist Color Pencils)의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미니 갤러리와 같은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동시에 수채화 색연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Solution: 수 천 개의 파버카스텔 수채화 색연필들을 기계로 깎아내고 일일이 손으로 다듬은 뒤 접착제를 사용해 캔버스에 붙였다. 그 결과물은 화려한 색상
이 돋보이는 명화인 고흐의 '밤의 카페테라스'와 뭉크의 '절규'다. 캔버스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색연필 자체로 두 명화를 그대로
재현해 파버카스텔 색연필의 다양한 컬러를 강조했다. 매장 내에 작품들을 디스플레이했고,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매장 방문을
유도했다.

Results: 매장 방문객수가 300% 증가했고 해당 제품의 매출이 30% 상승했다. 동영상뷰가 일주일만에 2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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