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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



Challenge: 올해 실적이 실망스러운 버거킹은 매장 개보수와 일부 매장 폐점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적 만회를 위해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
가 모바일 앱의 활성화다. 프랑스 시장에서도 모바일 앱 다운로드와 이용을 장려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프랑스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념하는 9월 2일에 버거킹이 '민주주의 버거(Democratic Burger)'를 도입했다. 9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버거킹
팬들은 다음 주에 단돈 2유로의 가격에 판매될 버거 메뉴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버거킹 프랑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
다. 어플을 실행하면, 다음 주에 2유로에 판매될 햄버거 후보 8개를 만나볼 수 있다. 물론, 투표도 어플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
인 영상은 집안 식구들이 틈만 나면 어떤 버거를 선택해야 할지 열띤 토론을 벌이다 저녁 식탁에서까지 설전을 벌인다는 코믹한 내용이다.

Burger King: Democratic Burger Type: Promotion&Event ㅣ Agy: Buzzmanㅣ
CD: Julien Doucet, Lilian Moin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79&source=ppt


Challenge: 스페인 자동차 회사 세아트(Seat)가 여름철 뮤직 페스티벌을 찾는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사람들로 붐비는 페스티벌 장소에서는 일행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한참 찾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세아트가 구글과 함께 공개한 스마
트폰 앱 'Lost & Sound'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올해 약 2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르셀로나 프라마베라 사운드 페스티벌에서 공개한 Lost
& Sound 앱은 유저가 페스티벌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같은 앱에 등록된 친구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자신의 위치를 친구에게도 알려준다. 유저가 앱
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특히, 위치 파악에 사용되는 개인 시그널을 3D AR 이모티콘으로 만들 수 있어 사용하는 재미까지
더했다.

Seat: Seat Lost&Sound Enables People To Locate 
Their Friends Using Augmented Reality

Type: Outdoor ㅣ Agy: Wildbytesㅣ CD: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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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방콕에서는 달리기가 체육관이나 공원에 한정돼 있는 분위기다. 같은 장소를 돌고 도는 런닝은 재미 없다.

Solution: 나이키가 방콕을 실시간 달리기 게임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GO BKK 캠페인을 런칭한 나이키는 방콕 곳곳의 거리, 공원, 골목에 200개의 비콘을
설치하여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달리기 참가자들이 토큰과 리워드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시징 앱 라인(LINE)과 연동하여 달리기 참가자들이 장소
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됨으로써 달리기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달리기 후에는 콘서트를 열어 참가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더욱 돋궜다.

Results: 30일 동안 15,631명이 참가해 총 35,380km를 주파하고, 토큰 336만 개를 수집했다.

Nike: Go Bkk Type: Outdoor ㅣ Agy: BBHㅣ CD: Xander Lee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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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마약의존장애(OUD)와 물질사용장애(SUD)를 앓는 사람들은 약물에 대한 의존을 잘 조절하다가도 순간 인내심이 무너져 약물에 다시 손을 댄다. 그
럴 때마다 의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 앱 reSET-O와 reSET은 OUD와 SUD 질환자를 24시간 돕는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 받은 디지털
치료법이다. reSET-O와 reSET을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함으로써 OUL 및 SUD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두운 새벽 외진 거리에 카메라에 등을 지고 외로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긴장감을 전달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람의 왼쪽으로는 비뚤어진 글
씨로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재발이 될 순간'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으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정신을 차릴 순간'이라는 글이 똑바로 적혀 있
다. reSET-O와 reSET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보여준 캠페인이다.

Reset-O: Another Moment Type: Frint ㅣ Agy: FCB Healthㅣ CD: Mike Gordo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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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시차 증후군 '제트 레그'로 생체리듬이 엉망이 되는 경험을 한다. 항공사 에어프랑스-KLM이 제트 레그를 덜어줄 솔루션
을 고안하고자 한다.

Solution: '제트레그 소셜 클럽(Jetlag Social Club)'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에어프랑스-KLM의 로열티 프로그램 'Flying Blue'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회원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현재는 도쿄 여행객들에게만 제공되며, 음식, 쇼핑, 문화 등 130여 개의 경험을 생체 시계
에 맞춰 제안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하는 타임에 쉬고, 먹고, 탐방할 수 있다.

Air France-KLM: Jetlag Social Club Type: Online ㅣ Agy: Isobarㅣ CD: Marc Badinand, 
Elzear de Trintinia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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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뇌졸중은 시간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초에 한 번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매년 600만 명이 뇌졸중으로 목숨
을 잃고 있고, 생존자의 2/3가 뇌손상이나 영구적 장애를 입는다. 뇌졸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면의 한쪽 아래쪽에 오는 마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지만 육안으로 쉽게 포착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Solution: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실을 활용한 앱 'Fatal Recognition'을 개발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핸드폰 사용자가 핸드폰 얼
굴 인식을 사용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120번이라고 한다. Fatal Recognition 앱을 실행하면, 잠금 해제를 위해 얼굴을 스캔할 때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육안
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미세한 얼굴의 변화를 탐지하고, 변화가 탐지되면 긴급전화를 걸라는 알림문자를 띄우고, 비상연락망 연락처에도 메시지를 보낸다.

Results: 37건의 긴급 알림문자 발송이 보고됐다.

Hong Kong Stroke Association: Fatal Recognition Type: Other ㅣ Agy: Cheilㅣ CD: Paul Chan, 
Wilson Ang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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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청각장애인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911로 전화를 걸어도 곧바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는 통신 중계 서비
스를 이용하는 거다. 3분이 소요된다. 둘째는 전신타자기 사용인데, 8분이나 걸린다. 마지막은 911에 문자를 넣는 건데, 미국에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공되
고 있지 않고 있다. 명실공히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국 3,800만 청각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할 때다.

Solution: DEAF911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한 911 신고 앱을 런칭했다. 음성-문자 변환 및 문자-음성 변환 기술을 활용한 앱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신고 시간을
기존의 80%로 단축시킬 수 있다. 앱에 나열된 상황들 중 유저가 선택한 상황이 911에 음성으로 전달되고, 911 교환원의 질문에 가능한 답들이 텍스트 형태로
나열돼 있어서 선택 후 전송하면 음성으로 전달된다. 물론, 911 교환원의 음성은 문자로 변환되어 유저에게 전송된다.

Deaf 911 Mobile App: Deaf 911 Type: Other ㅣ Agy: Saatchi & Saatchiㅣ CD: Scott Carlto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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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지난 8년 간 매년 55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에게 Start Smart라는 무상 어린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Commonwealth Bank ofAustralia
은행이 호주 오지 학교의 어린이들에게도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Sammy the Space Koala라는 스토리북과 가상현실 앱 'The Teleporter Adventure'를 릴리스했다. 할머니 생신에 드릴 마법의 선물을 찾아 은하계를
여행하는 코알라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필요와 욕구의 차이점 등 여러 경제적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 어린이들은 책과 VR을 오가는 경험을 하며 더욱 생
생하고 재미있게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다.

Commonwealth Bank: The Teleporter Adventures Type: DM ㅣ Agy: M&C Saatchi (Australia)
ㅣ CD: Tim Gree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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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베이컨 브랜드 Oscar Mayer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베이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 많은 베이컨들 중에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까다롭게 선택하기 마련이다. 마치 사랑하는 영혼의 짝을 찾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짝을 고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Sizzl이라는 데이팅 앱을 런칭했다. 베이컨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베이컨 취향이 같은 진정한 짝을 찾을 수
있는 데이팅 앱이다. Sizzl 앱에서는 개인정보에 반드시 베이컨 취향을 입력해야 한다. 이벤트를 통해 행운의 베이컨 커플들에게는 Oscar Mayer 브랜드 프로모
션에 사용되는 핫도그 모양의 자동차에 운전기사까지 대령하여 앱 타이틀처럼 지글지글 타오르는(sizzling) 불타는 데이트 시간을 제공한다.

Results: 5만4천 회의 앱 다운로드, 280만 회의 상호작용, 8억9천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 등을 기록했다. 매출이 5.4% 상승했다.

Oscar Mayer: Sizzl Type: Online ㅣ Agy: 360iㅣ CD: Dave Yankelewitz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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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아시아에서는 리바이스의 위상이 미국이나 유럽 같지는 않다. 하지만 브랜드의 역사와 독창성, 개성 등에 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리바이
스는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리바이스가 쿨하고 트렌디한 브랜드임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Solution: 리바이스 501을 입는 사람들은 입으면 입을수록 내것으로 길들여지고 내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501에 매력을 느낀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리바이스의 이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Time Will Tell'이라는 배경화면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톱에 설치
하면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경화면의 리바이스 501이 점차 색과 핏이 더 멋드러직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esults: 6주만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4만3천을 기록했다.

Levi's: Time Will Tell Type: Online ㅣ Agy: Ogilvy Beijing (China) ㅣ CD: Yang Yanya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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