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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 캠페인



Challenge: KFC가 호주 페이스북 팔로워들의 제안에 따른 고객 인게이지먼트 강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KFC Wedding, 즉 KFC 결혼식을 도입했다. KFC 치킨 버킷을 테마로 웨딩 사진에서부터 피로연, 케이터링, 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 서비스다. 단 여섯 커플에게만 KFC 웨딩이 제공된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결혼식을 치를 커플들 중 KFC 팬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신청자의 성별, 성정체성, 종교, 연령은 상관 없다.

KFC: Put A Wing On It Type: Promotion&Eventㅣ Agy: Ogilvy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22&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미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혁신의 공간으로 런던에 문을 연 삼성 KX를 홍보할 이벤트를 연다.

Solution: 삼성 KX 야외 공간에 세계 최초의 세로형 공연 무대가 세워졌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94%가 핸드폰을 세로로 사용하고, 79%가 동영상을 세로로 감
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착안해 관객의 공연 촬영과 즉각적인 SNS 공유에 최적화된 무대를 설치한 것이다. 높이 9미터의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세트에는 인
기 팝가수 메이블(Mabel)과 DJ, 밴드가 각 층을 차지하며 무대를 선보여 관객을 열광시켰다.

Results: 공연에 약 2천 명 가량의 관객을 유치했다.

Samsung: Vertical Gig Type: Outdoorㅣ Agy: -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97&source=ppt


Challenge: 브라질 플립플랍 브랜드 하바이아나스(Havaianas)가 미국 시장에서 여름철 맞이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 '버프 먼스터(Buff Monster)'에게 여름을 주제로 한 벽화를 남부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 앞 길 위에 그려줄 것을 부탁했다.
그 결과,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아이스크림 캐릭터들과 하바이아나스의 브랜드 정신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로 가득찬 멋진 길바닥 벽화가 완성됐다. 하바이아나
스 플립플랍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푹신하고 편안한 소재에 벽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바이아나스는 행인들에게 신발을 벗고 그림 위에서 시원하고 편안하
게 여름을 만끽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그림 위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 구글 비전 A.I.(Google Vision A.I.)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스
마트폰 카메라로 그림의 다양한 패턴들과 숨어 있는 부활절 달걀들을 포착하면 해당 테마에 따른 하바이아나스 제품들을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Havaianas: Step Into Summer Type: Outdoorㅣ Agy: TBD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89&source=ppt


Challenge: 셀럽들을 등장시킨 TVC 캠페인을 진행중인 오레오(Oreo)가 이번에는 신곡 발표 예정인 인기 래퍼 위즈 칼리파(Wiz Khalifa)와 손잡고 새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2019 그래미 시상식에 맞춰 TV에 첫선을 보일 영상에는 위즈 칼리파가 5살난 아들과 함께 출연해 오레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다. 'Stay Playful'이란 캠페인 타이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칼리파의 신곡 전곡 발표 방식이 재미있다.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날, 오레오
는 한정판 위즈 칼리파 오레오 뮤직 박스를 팬들에게 증정한다. 위즈 칼리파 오레오 뮤직 박스는 오레오 쿠키를 올려놓았을 때 재생되는 미니어처
턴테이블이다. 해당 턴테이블에 오레오를 올려놓으면 칼리파의 신곡을 즐길 수 있다.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날, 오레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벤트 참가가 가능하다.

Oreo: Playful 4 Life Type: Otherㅣ Agy: The Martin Agency (United States) l CD: David Muhlenfel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80&source=ppt


Challenge: 코카콜라는 콜라병에 코카콜라 대신 소비자들의 이름을 넣은 'Share A Coke' 캠페인으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1,000개까지 확장한
바 있다. 대성공을 거둔 'Share A Coke'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새로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적인 히트곡 중에는 사람 이름이 제목인 노래들이 꽤 많다. Jude, Billie Jean, Roxanne 등등이 그렇다. 여기에 착안한 코카콜라는 1,000개의 이
름으로 1,000개의 노래를 만들었다. 총 30명의 작곡가와 45명의 뮤지션이 2,624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만든 노래들은 라디오를 통해 전부 공개됐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듣게된 청취자들에게 코카콜라는 SNS에서 이름을 넣고 노래를 검색 및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는 없다는 트윗을 받는 즉시 노래를 만들어 선물하는 등 소비자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활발히 진행했다.

Results: 캠페인 웹사이트 트래픽이 177% 상승했고, 전년 대비 판매량이 264% 증가했다.

Coca-Cola: 1,000 Song Celebration Type: Otherㅣ Agy: The McCann l CD: Bowen Mendelson, Michael Groenwal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52&source=ppt


Challenge: 홍콩에는 고층빌딩 숲이 그리는 스카이라인 아래 역사와 아트, 음식과 문화가 유난히 번성한 올드 타운 센트럴이라는 동네가 있다. 홍콩에서 가장
유서 깊고, 전형적인 이 동네에서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 등이 공존하고 충돌한다. 홍콩관광청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이 곳
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tasting Hong Kong(홍콩 맛보기)', 'carzy for art(예술에 미쳐보기)', 'time traveller(heritage)(시간 여행자(문화유산)', 'treasure hunt(보물찾기)’ 등
다양한 테마별로 올드 타운 센트럴을 파헤쳐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QR 코드를 예술화한 Q-art code를 테마별로 제작한 것. 동서양의 디자
인을 융합한 듯한 아름답고 독특한 Q-art 코드는 올드 타운 센트럴 곳곳에 설치되어 가까운 장소에서 직접 해당 문화요소들이 무엇인지 스캔을
통해 확인한 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Hong Kong Tourism Board: The Art Of 
Introducing Old Town Central To The World 

Type: Design ㅣ Agy: Grey (Hong Kong SAR China) ㅣ CD: Elsie La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371&source=ppt


Challenge: 지난 해 주거침입 강도로 250만명이 희생을 당했다. 보안 시스템 업체 ADT는 가정용 보안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몰입형 디지털 영상 'There's someone in the house'를 런칭했다. 지난 해 실제 일어났던 강도사건 중 하나를 재현한 영상으로 유저가 집주인이 되
어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경험한다. 한밤중에 일어나 강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선택이 계속해서 주어진다. 유저
의 목표는 탈출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긴장되고 무섭기까지 한 경험을 통해 유저는 보안 경보 시스템의 중요
성을 깨달아 갈 것이다.

ADT: There's Someone In The House Type: Online ㅣ Agy: NYU (United States) ㅣ CD: Grayson Whitehurs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174&source=ppt


Challenge: 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기술과 SNS 발달의 가장 큰 폐해가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SNS에 올라와 삽시간에 퍼져
버리는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외부 에이전시들을 고용해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쳐보았지만 미대선 이후 대중들은 언론이 제공하
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Solution: 세상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빨리 뉴스가 확산되는 곳인 페이스북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페이스북이 런칭한 'True News(진짜 뉴스)’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집단 정보력의 힘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페이스북 유저들이 늘 그러하듯이 뉴스 기사
에 대해 코멘트를 달기만 하면, 기사의 문제 시 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다. 유저들의 참여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Facebook: True News Type: Other ㅣ Agy: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ㅣ CD: Doohee Ho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112&source=ppt


Challenge: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중해 국가들의 관광 홍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뜨겁
다. 크로아티아 관광청(Croatian National Tourist Board)은 튀는 캠페인으로 경쟁에서 돋보이고자 한다.

Solution: 직장인들이 휴가를 갈 때 반드시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바로 부재중 자동 이메일 회신(Out of Office Reply) 기능이다.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부재중 회신 메일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휴가 가야하는데'라고 생각들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가장 독창적이
면서 재치 있는 Out of Office Reply 메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장인에게 Out of Office Award라는 상을 수여하고 크로아티아 관광 상품을 무
료 제공하는 이벤트를 런칭했다.

CNTB: Out Of Office Award Type: Online ㅣ Agy: BBDO (Croatia) ㅣ CD: Tonci Klaric, Tino Ke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922&source=ppt


Challenge: 포르투갈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TMN이 가입자수 700만을 달성하며 고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TMN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오리지날리
티(originality), 기술력, 재미를 강조하기 위해 독창적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흥미로운 캠페인을 고객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특수 소프트웨어를 제작,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전혀 다른 두 명의 유명인사들의 얼굴과 성격을 혼합해 완전히 새로운 외모와 개성의 제3의 인물을
탄생시켰다. 이름도 새롭게 부여 받은 이들은 가령, 유명 축구 선수 두 명을 합하거나 코미디언 두 명을 섞은 결과물이다. 이들은 SNS에 계정을 갖
고 활동하며 고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TMN의 캠페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유저들에게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SNS에
서 친구, 가족, 공인들의 얼굴들을 믹스해 가며 제3의 인물을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Results: 웹사이트 방문자수 50만을 기록했고 50만 개의 캐릭터가 탄생했다. 캐릭터 만들기 이벤트에서는 총 100만 개의 온라인 투표수가 기록됐다.

TMN: 7 Million Originals Type: Online ㅣ Agy: MSTF Partners (Portugal) ㅣ CD: Susana Sequei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61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