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를 이용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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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weiser: Side Hustle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DAZN Mediaㅣ CD: -

Challenge: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EPL)의 공식 맥주 후원사 버드와이저가 축구팬들을 선수들과 한층 가깝게 이어줄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 선수 윌프리드 자하, 전직 여자 축구 선수 에니올라 알루코, 애스톤 빌라 소속의 타이론 윙스 등이 축구가 아닌 프로젝트 비즈
니스 벤처 사업을 통해 열정을 갖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 시리즈 'Side Hustles'를 제작, 공개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영상은 윌프리드 자하의 영상
으로 그가 자신의 의류 브랜드 'Long Live'를 런칭하고 패션 업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그의 사업가로서의 여정을 소개한다. 앞으로 축구팬들은 에니올라
알루코가 자신이 런칭한 여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Hyphenated People를 소개하고, 타이론 밍스 선수가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KTM Design를 운영하는 이
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Results: 윌프리드 자하 선수 영상이 유튜브에서 2주 동안 9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KFC: The Match Before The Match

Type: Onlineㅣ Agy: Sid Leeㅣ CD: -

Challenge: KFC 프랑스가 밀레니얼, Z세대 등 타깃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코로나19로 5개월간 멈췄던 축구가 다시 시작됐다. KFC는 챔피언스리그의 재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온라인 게이머들을 미리 소환해 'The Match
Before the Match', 즉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아틀란타 vs. 파리생제르망' 경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 KFC는 이번 챌린지에 대해 트위터로
알렸고,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게이머들을 초대해 FIFA 게임을 치뤘다. 일주일간 게이머들은 아틀란타 대 파리생제르망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각자의 예측을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트위터로 공유했다. 마침내 두 팀 간의 결전의 날에 게이머들이 모여 생중계를 시청하며 누구의 예측이 가장 정확한지를 지켜봤다. 그
동안 KFC는 상황실을 마련해 실시간으로 실제 경기와 예측을 비교 분석했다.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게이머와 그의 친구들에게 KFC는 챔피언스리그 잔
여 경기 내내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배달했다.
Results: 280만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자세히보기

Oakley: One Love, ft Celest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AKQAㅣ CD: Mads Rasmussen,
Clement Vidal

Challenge: 오클리가 2020년에 진행 중인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캠페인 '2020 For the Love of Sport'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위축된 시기에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불어넣는지를 보여주며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밥 말리의 명곡 'One Love'를 영국 싱어송라이터 셀레스트(Celeste)가 리메이크해 부른 노래로 스포츠 찬가 영상을 제작했다. 리메이크된 곡은 오클
리 소속 선수들이 작사에 공동 참여하기도 했다. 영상은 스포츠를 진지하게 대하는 선수들이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과 스
포츠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셀레스트의 소울풀한 가창이 영상의 메시지에 진한 울림을 더한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5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Nike: You Can't Stop Us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

Challenge: 코로나19로 중단됐던 NBA가 재개된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나이키가 삶의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스포츠를 기념할 캠페인을 런칭
하기로 했다.
Solution: 'You Can't Stop Us'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은 서로 다른 스포츠 종목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똑같은 순간들을 기가막힌 싱크로율로 보여주며 감탄
을 자아낸다. 르브론 제임스, 나오미 오사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레나 윌리엄스, 콜린 캐퍼닉 등을 포함해 총 53명의 운동선수들이 등장하는 이 영상의 제
작을 위해 나이키는 4천 개가 넘는 자료화면을 검색해 운동선수들 간의 공통된 포즈들을 찾아냈다고 한다. 영상은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몸을 갖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를 운동선수라고 정의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단결하고, 강해지며, 전진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언제나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스포츠를 멈출 수 없다. 우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천명한
다.
Results: 6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4,416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New Balance: Football's Next Wav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ZAKㅣ CD: -

Challenge: 뉴발란스 풋볼(New Balance Football)을 구습과 인습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색다른 도전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
하려고 한다.

Solution: 'Football's Next Wave'라는 유튜브 시리즈를 제작했다. 슈퍼스타 대신 재능 넘치는 일반인 인재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축구 배경이 아닌 보다 감성
을 자극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시리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유명 축구 선수 대신,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는 관객을 주
인공으로 한 점부터가 색다르다. 총 3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영국, 미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하위문화와 커뮤니티를 부각시켰다. 영국 편
에서는 꿈나무 축구와 팬 커뮤니티의 혁신적인 영향력과 독특한 영국 축구 문화를 다뤘고, 미국 편에서는 애틀랜타의 새로운 축구 씬을 보여주며, 일본 편은
도쿄에서 동서양 문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독창적인 혁명을 다뤘다.
자세히보기

Major League Baseball: Bases Covered

Type: Onlineㅣ Agy: The Wildㅣ CD: Oli Warley

Challenge: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MLB)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야구팬들을 위한 MLB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그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
19가 발생하는 바람에 리그는 연기되고 봉쇄령까지 내려졌다. MLB는 특집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Solution: 봉쇄령 기간에도 제작이 가능한 유튜브 시리즈 'Bases Covered'를 제작했다. 10주간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Bases Covered는 보스턴 레드삭스 팬인
맥스 위틀, 그리고 해시태그 유나이티드 선수이자 인플루언서인 지멜 원 파이브가 진행을 맡고, 스포츠 전문 기자들과 함께 각자 집에 앉아서 셀렙 인플루언서
들을 모아 자체 야구팀을 구성하는 챌린지에 나선다. 매주 각 에피소드에서는 배팅과 피칭에서부터 야구장 음식, 팬 문화 등 야구와 관련된 테마들을 하나씩
다룰 예정이다. 미국 현지에 있는 전현직 MLB 슈퍼스타들을 연결해 야구 꿀팁을 듣는 시간도 있다. 이번 유튜브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는 셀럽들로 구성된 야구
팀이 드디어 처음 만나 경기를 치르는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Results: 첫 번째 에피소드가 1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Adidas: The Uncancelled Cup

Type: Online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Umit Taşlı

Challenge: 코로나19 창궐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셀럽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집콕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봉
쇄령이 2달 이상 길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기만 한다. 이에 아디다스가 터키의 스포츠 팬들에게 삶이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이벤
트를 기획하기로 했다.

Solution: 삶은 집에서도 계속된다는 모토 아래 #HOMETEAM(홈팀)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축구선수들과 셀럽들이 각자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상에서 스포츠
토너먼트를 뛰는 모습을 방송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했다. 총 12명의 축구 선수와 12명의 셀럽들로 구성된 아디다스 홈팀이 참가해 총 51 경기를 치르게
되는 가상 축구경기 'Uncancelled Cup(언캔슬드 컵)을 조직해 토너먼트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 터키 시각으로 4월 29일 저녁 8시30분에 토너먼트 추첨이 인스
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됐고, 본격적인 경기는 5월 5일에 시작된다. 진짜 축구 대회처럼 생중계, 경기 코멘테리 등을 페이스북 라이브, IGTV, 유튜브 라이브 등으
로 제공한다. 팬들도 가상 응원을 실시간으로 선수들에게 보낼 수 있다.
Results: 온라인 토너먼트 추첨을 12만5천 명 이상이 시청했다.
자세히보기

Danone: Oikos Yo Glutes

Type: Filmㅣ Agy: -ㅣ CD: -

Challenge: 요거트 브랜드 다논이 2020 슈퍼볼 TVC 영상으로 선보일 무지방 요거트 Oikos Triple Zero Yogurt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피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미식축구 선수들의 탄탄하고 탱탱한 엉덩이 근육을 찬양하는 30초짜리 영상을 제작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 쿼터백
댁 프리스캇이 경기 전 엉덩이를 치켜들며 추는 춤으로 유명한 'Dak Dance'에서부터 세이콴 바클리 선수의 엄청난 하체운동, 앤드루스 피트 선수의 잊지 못할
NFL 컴바인 순간까지 둔근이 강조된 장면들을 엮었다.
Results: 2주간 유튜브 조회수 187만 회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Banco Pichincha Corporate Image: The Non
Divisional Soccer Match

Type: Otherㅣ Agy: Mullenlowe Deltaㅣ CD: Marco Salvador

Challenge: 에콰도르는 지구를 반으로 나누는 적도가 지나가고, 연안의 비옥한 저지대인 코스타와 안데스 산맥의 씨에라 지역으로 나뉜다. 즉, 두 개의 지리적
경계선이 나라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두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대단하다. 정치적으로 양분되고, 각자가 수도의 위치를 놓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서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Solution: 에콰도르 축구 공식 후원사 Pichincha 은행이 두 지역의 축구 클럽들에서 활동 중인 유명 선수들로 두 개의 팀을 꾸려 역사적인 매치를 성사시켰다.
대회 시작 전, 양팀 선수들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을 걷어올려 축구장을 두 개로 나누는 선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에콰도르에는 분열
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 1,700만, 언론홍보효과 49만 달러를 기록했고, 45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자세히보기

Taco Bell: Steal A Base, Steal A Taco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Challenge: 미국 월드시리즈 시즌이 되면, 외식업체 타코벨(Taco Bell)은 도루가 발생할 때 무료 타코를 증정하는 행사 'Steal a Base, Steal a Taco'를 진행해오
고 있다. 올해 월드시리즈 때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Solution: 스포츠 베팅 사이트 BetMGM가 손잡고, 월드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도루에 성공하는 선수를 알아맞추면 무료 타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MGM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BetMGM 디지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참가가 가능하며, BetMGM에서는 참가자들의 행운을 돕기 위해 포스트시즌 동안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