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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활용한 마케팅



Challenge: 버거킹이 늘 강조해오고 있는 쇠고기 직화방식(flame-grilled)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아울러 버거킹 모바일앱을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버거킹이 경쟁사 햄버거 체인점들의 옥외광고를 불태우는 고객들에게 버거킹 와퍼를 공짜로 준다. 옥외광고에서 다른 햄버거 브랜드들의 광고를
발견하는 즉시, 버거킹 앱을 켜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광고가 활활 불길에 휩싸인다. 물론,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은 직화구이 쇠고기 햄버거의 맛과 다른 햄버거들과는 비교 불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캠페인으로 버거킹은 고객에게 재미를 선
사했을 뿐만 아니라, 고맙다며 매장에서 와퍼까지 무료 제공한다. 무료 와퍼 쿠폰 총 50만 개 배포가 목표다.

Burger King: Burn That Ad Type: PEㅣ Agy: Edgard Gianesi (Brazil) l CD: Edgard Gianes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24&source=ppt


Challenge: 미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89%가 남성이다.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해 성평등 운동단체 Daughters of the Evolution이 역사책이 간과한 여성
위인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Solution: 역사에 해당하는 영어 'History(히스토리)' 자체가 남성의 이야기란 뜻이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녀의 이야기란 뜻의 'Herstory(허스토리)'란타이
틀로 증강현실 앱을 개발했다. 초등학교 역사책에 등장하는 위인의 사진 위에 스마트폰을 대고 Herstory 앱을 열면 여성 위인의 일러스트레이션
과 그에 대한 소개의 글이 증강현실로 나타난다. 현재 앱에서 지원하는 여성 위인은 19세기 인물 총 75명이다.

Daughters Of The Evolution:
Introducing Lessons In Herstory

Type: Otherㅣ Agy: Goodby Silverstein & Partners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00&source=ppt


Challenge: 전세계 인구의 5%가 색맹이다.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서야 자신이 색맹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브라질 색맹 인구는 약 800만이다. 브라질에
서 Mega Tank 프린터를 홍보중인 캐논(Canon)은 프린터 기술을 동원, 어린이들이 색맹을 발견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포용적인 환경 속에서 양육
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하루빨리 색맹에 적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ABC ColorBlind Book'이라는 새로운 내용의 색맹검사표를 제작했다. 기존의 이시하라 색각검사표를 바탕으로 하되, 어린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
기 위해 기존의 숫자 대신 아기자기한 이미지들과 알파벳이 포함됐다. 캐논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해 프린터 테스트를 누르면 새로 개발된 색맹
검사표가 프린트된다. 색맹검사가 필요할 때도 요긴하고, 프린터도 테스트할 수 있다.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자신도 색맹
이지만 남다른 색조합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색맹인 사람들이 창의력을 요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격려한다. 나아가, 좀 더 이른 시기
에 색맹을 발견해내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Canon: Colorblind - Canon Type: Outdoorㅣ Agy: Dentsu (Brazil)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90&source=ppt


Challenge: 봄이 오면, 아프리카로 떠났던 황새 1만 마리가 루마니아로 돌아온다. 그런데, 1만1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날아 집으로 돌아온 황새들이
송전선 위에 둥지를 틀어 감전사나 화재로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생태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루마
니아에 설치된 송전선의 길이는 9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어떻게 하면 황새 둥지들을 모두 찾아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루마니아 최대 에
너지 기업 Enel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olution: 루마니아 조류학회와 공동으로 'The Nest Address'란 스마트폰 앱을 런칭했다. 일반인들이 송전선 위의 황새 둥지를 발견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GPS 좌표가 Enel에 접수된다. 위치를 확인한 Enel은 해당 장소로 출동해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한다.

Results: 총 황새 개체의 80%가 위치가 확인됐고, 둥지의 54%가 감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전 위험이 있는 둥지의 93%에 안전 조치를 취했다.

Enel: The Nest Address Type: Outdoorㅣ Agy: Publicis (Romania) l CD: Gabriel Gherc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8&source=ppt


Challenge: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은행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당연히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여전히 현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핸드폰 보급률은 상당히
높지만 모바일 뱅킹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상 생활도 복잡해지고 도난, 강도 발생률도 높다.

Solution: 모바일 뱅킹 사용을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정화된 사고방식과 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 방글라데시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핸드폰
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모바일뱅킹 UPAY를 운영하고 있는 UCB가 해결방안을 찾았다. 바로 가상 지폐다. 컴퓨터로 생성한 모바일 지폐로.
UPAY 앱 사용자가 물건을 살 때 앱을 열면 물건 값에 해당하는 가상 지폐가 핸드폰 화면에 뜬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QR 코드 사용에 익숙치 않
기 때문에 실물 지폐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제작한 것이다. 아직은 현금 사용이 편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핸드폰 화면에 뜨는 지폐를 사용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모바일 뱅킹 사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UCB: Virtual Bank Notes Type: Otherㅣ Agy: Grey (Bangladesh) l CD: Akrum Hossain, Nurur Rah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53&source=ppt


Challenge: 성인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RedTube에 따르면, 성인용 콘텐츠 때문에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RedTube 하루 방문자 수가 8천만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계적으로 물 낭비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Solution: 지구의 날을 맞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 'Save Water Challenge'를 런칭했다. 캠페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샤워할 때마다 시간을 재
고 그 때마다 포인트를 쌓으면, RedTube에서 제시하는 최소 샤워시간 달성 시 일주일간 RedTube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브랜
드로서는 고화질 HD와 VR 콘텐츠를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RedTube: The Save Water Challenge Type: Otherㅣ Agy: Raya (Chile) l CD: Felipe Medin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02&source=ppt


Challenge: Glovo는 스페인의 퀵서비스 업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퀵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객이 Glovo 앱으로 사고 싶은 물건과 매장을 선택해서 픽
업과 배달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거다. Glovo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픽업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캠
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두 명의 모델이 스튜디오에서 대기 중이다. 미션을 받은 고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Glovo 앱을 이용해 동시에 총 40개 아이템의 픽업과 배달을 스튜
디오로 주문했다. 과연 Glovo는 한 시간 내에 모든 물건의 배달을 완료했다. 배달된 물건들은 기다리고 있던 모델들을 치장하는 데 사용됐다. 그
리고 곧바로 사진 촬영이 들어갔고, 결과물은 옥외광고 포스터로 사용됐다. 포스터에는 모델이 걸치고 있는 각 물건의 픽업 장소를 위치표시해
Glovo가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말해주었다.

Glovo: Glovo Making Of Outdoor Campaign Type: Outdoor ㅣ Agy: Pavlov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808&source=ppt


Challenge: 읽기를 어려워하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생들이 많다. 벨기에의 공영 어린이 방송 채널 Ketnet은 요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olution: 소리내어 읽기가 읽기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Ketnet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의 성우가
되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앱 Ketnet DUB을 런칭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Ketnet DUB를 실행한 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골라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대사를 녹음하면 된다. 혼자서 일인다역을 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캐릭터를 나눠 녹음할 수도 있다. 자신의 목소리로 완성된 애
니메이션을 보면 더욱 흥미진진할 것이다. 캐릭터를 고를 때는 자신의 읽기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캐릭터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캐릭터의 어휘 사용 레벨을 확인하고 고를 수 있다. 대사는 화면의 하단에 제공되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Ketnet: Learning To Read Type: Online ㅣ Agy: FamousGrey (Belgium) l CD: Katrien Bott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10&source=ppt


Challenge: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미술관인 The UC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s에서 히피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전시 'Hippie
Modernism: The Struggle for Utopia" 전을 열며 전시회를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히피 문화의 탄생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어(Bay Area)다.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는 어도비, 트위터,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의 메카이기도 하
다. 전시회 테마인 히피와 모더니즘이 그야말로 제대로 결합된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미술관은 어도비와 손잡고 FreeTheLove라는 스마트폰
앱을 런칭했다. 앱을 이용해 사랑의 메시지를 작성한 뒤 베이 에어리어에서 메시지를 하늘에 띄워보자. 하트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 마치 히피 정신처럼 사랑도 자유를 찾은 것 같다. 하트를 터치하면 나에게 도착한 사랑의 메시지가 마침내 드러나
며 전시회를 홍보한다.

BAMPFA: #FreeTheLove Type: Online ㅣ Agy: Goodby Silverstein & Partners (United States) ㅣ CD: Jeff Gillett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83&source=ppt


Challenge: 영국 BBC 방송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lanet Earth 2를 런칭하며 다큐멘터리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동물학자 겸 방송인 데이비드
애튼버러경(Sir David Attenborough)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한다.

Solution: 데이비드 애튼버러경이 지난 50년 간 촬영하고 수집해 온 동물 다큐멘터리 영상 1천 여 개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The Story of Life를
런칭했다. 앱 유저들은 아름답고 신비한 동물들의 세계를 생생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의 My Collections 툴을 사용하여 토픽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5가지 영상을 고르기만 하며 애튼버러경처럼 직접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BBC: The Story Of Life App Type: Online ㅣ Agy: AKQA (United Kingdom)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977&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