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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여행 캠페인



Challenge: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크루즈선 회사 Windstar Curises가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크루즈선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킬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1편의 단편 영상을 브랜드 SNS 채널과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각 영상마다 숫자, 알파벳 또는 기호가 숨어 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 숨겨둔 숫자, 문자, 기호를 찾아 하나로 조합해 위치를 찾는 데 사용되는 구글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구글 플러스는 Windstar
Curises가 이벤트 우승자를 보내줄 환상의 여행지의 위치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가 많게는 16만8천 회 이상을 기록했다.

Windstar Cruises: 180 Degrees From 
Ordinary Treasure Hunt

Type: Otherㅣ Agy: Episode Fourㅣ CD: Emily Galvelis, Emily Ki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147&source=ppt


Challenge: 할리웃 배우인 제시카 알바와 잭 에프론이 두바이 관광청의 캠페인 영상 'Dubai Presents'에 출연 중이다. 두바이 관광청은 로맨틱 코미디물로 유
명한 영화 감독 웨스 앤더슨에게 'Dubai Presents'의 두 번째 영상을 맡겨 전 세계인들에게 두바이 여행에 대한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선사하려고 한다.

Solution: 'A Romance to Remember'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잭 에프론과 제시가 알바는 여행 가방이 똑같이 생기는 바람에 가방이 뒤바뀌는 일을 경
험한다. 서로의 가방 속 여행 일지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가방을 찾기 위해 두바이 전역을 여행하게 되는 두 남녀 주인공이 과연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될지는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봐야 한다. 역사 지구 알 파히디, 알 시프의 카페, 사막 등등 두바이의 유명 관광지를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다.

Results: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83만 뷰를 기록했다.

Dubai Tourism: A Romance To Remember Type: Filmㅣ Agy: Motherㅣ CD: Peter Nashe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22&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줄고 있다.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휴가 계획에 들떠 있다. 미국인의 86%가 레저
여행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 놓은 상태이고 72.8%는 3개월 내에 레저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가운데 켄터키 주 렉싱
턴의 관광청 VisitLEX가 관광 캠페인을 런칭해 렉싱턴을 홍보하기로 했다.

Solution: 우편엽서란 뜻의 포스트카드란 단어 사이에 백신을 살짝 넣어서 포스트 백신 카드(Post(Vaccine) Cards), 즉 백신 접종 후 카드라는 재치있는 뜻을
담은 우편엽서를 만들었다. 렉싱턴 시민들이 타지에 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렉싱턴으로 놀러 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적을 우편엽
서다. 렉싱턴하면 떠오르는 말과 버번 위스키를 테마로 한 밝은 분위기의 디자인이 돋보인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VisitLEX는 몇몇 초등학교에 포스트 백신 카
드를 배포해서 아이들이 숙제로 작성해올 수 있게 했다. 포스트 백신 카드는 관광청에서 무료 배포하고 우편료를 부담한다.

VisitLEX: Post(Vaccine)Cards Type: Promotion&Eventㅣ Agy: Team Cornettㅣ CD: Dave Jon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159&source=ppt


Challenge: 호주 관광청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여행 계획에 있어 호주를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8D 오디오 기술로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시청각 몰입을 선사하며 호주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만드는 영상들이 공개됐다. 특히 6개의 영상이 각각 파
랑, 빨강, 자홍, 초록, 검정, 흰색 등의 색상을 테마로 하여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울룰루, 프레이저 아일랜드, 데인트리 등
관광명소들을 보여주며 호주의 시각적 다양성과 활력을 기대하게 만든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에서 'Introduction' 영상이 조회수 178만, 'Red' 영상이 110만, 'Blue'가 154만, 'Green'이 106만, 'Black'이 129만, 'Magenta'가 104만,
'White'가 47만 등을 기록했다.

Tourism Australia: 8D Escapes Type: Filmㅣ Agy: Connecting Plotsㅣ CD: Daniel Reising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10&source=ppt


Challenge: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싱가포르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굳센 의지와 인내에 감사를 표하고, 동시에 전 세계인들에게 싱가포르 관광을 기억하게 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언제 코로나가 완화돼 예전처럼 전 세계인들이 싱가포르를 찾을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금도 매일 같이 자신이 일하는 곳을 철저히 관리하며 관광
객을 기다리고 있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소개하는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인공 폭포인 창이 공항 '레인 보텍스', 싱가포르 동물원의
인기 동물 오랑우탄 등의 모습을 프로젝터를 이용해 싱가포르의 공공장소와 가정에 투사하며 마법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고, 각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도
얼마나 정성스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해외 관광을 계획할 때 꼭 싱가포르를 선택해줄 것을 희망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1만 뷰를 기록했다.

Changi Airport Group: While You Were Home Type: Filmㅣ Agy: Ogilv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39&source=ppt


Challenge: 불가리아의 유럽 전문 여행사 TourSkills가 코로나19로 입은 큰 타격을 만회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봉쇄령 기간에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여행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SNS를 통해 여행의 추
억들을 소환하며 가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에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파리, 로마 등 세계 주요 여행지 이름들도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착안해 TourSkills가 공개한 인쇄매체용 캠페인에는 아테네, 파리, 로마 등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이미지와 함께 'Soon it won't be just
a filter', 즉 조만간 이 도시들을 필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보게 될 것이라는 카피가 적혀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여행을 곧바로 떠나고 싶은 마음
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TourSkills는 미리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유효기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Results: 매출이 3배 증가했고, 웹사이트 트래픽이 430% 상승했다.

Tour Skills: It Won't Be Just A Filter Type: Printㅣ Agy: Togethe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669&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전세계 관광이 올스톱된 가운데 뉴질랜드 관광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뉴질랜드 관광을 홍보하기로 했다.

Solution: 호주의 경우, 자가격리가 시작된 3월부터 게임 이용률이 75%나 상승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뉴질랜드 관광청이 뉴질랜드를 게임으로 즐기는
'PLAY NZ' 캠페인을 런칭했다. PLAY NZ는 게임 캐릭터를 고른 뒤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자연 속에서 챕터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RPG 게임으로, 실사와 3D 그
래픽이 합쳐져 실감나는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다. 게임이지만 뉴질랜드의 자연과 문화를 실제보다 더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 호주의 전문 게이머 Loserfruit
가 트위치를 통해 PLAY NZ를 직접 플레이하며 게임을 소개했다.

Tourism New Zealand: Play NZ Type: Onlineㅣ Agy: TBW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16&source=ppt


Challenge: 아이슬란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단체 Promote Iceland가 각국의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최적의 관광지로서 아이슬란드를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캠페인 영상 속 등장인물들도 그동안 봉쇄령 때문에 묵히고 묵혀 두었던 스
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자 있는 힘껏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자 그들은 어느 새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아이슬란드에 도착해 있다. 실제로 Promote Iceland는
누구라도 소리를 마음껏 질러 녹음한 뒤 캠페인 웹사이트로 제출하면 아이슬란드에서 녹음된 파일을 틀어주기로 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완벽한 곳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은 바로 광활한 자연이 펼쳐지는 곳, 아이슬란드다.

Results: 한 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26만 뷰를 기록했다.

Promote Iceland: Looks Like You Need To Let It Out
Type: Filmㅣ Agy: M&C Saatchiㅣ

CD: Daniel Bremm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58&source=ppt


Challenge: 아일랜드의 관광 개발 공사 Failte Ireland가 아일랜드의 봉쇄령 해제와 관광 재개를 알리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은 수개월 만에 드디어 집 밖으로 벗어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가족들의 흥분과 마치 탈출하듯 분주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드디어 아일랜드의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과 어우러진 도로 위를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 아일랜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8만 뷰를 기록했다.

Failte Ireland: Make A Break For It Type: Filmㅣ Agy: Deutsc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76&source=ppt


Challenge: 에어비앤비가 중국 베이징 문화개발 위원회(Beijing Culture Development Committee)와 손잡고 중국 관광 홍보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Solution: 만리장성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Night at The Great Wall' 캠페인을 런칭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프로젝트는 에어비앤비가 베이징 관
광개발 위원회와 함께 만리장성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고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중국 관광을 증진하자는 의도에서 고안됐다. 에어
비앤비는 문화 장벽을 허무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문화적 유대감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통해 최종 네 명을 선발
해 만리장성 성벽에 꾸며놓은 공간에서 하룻밤을 숙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네 명의 게스트에게는 고급 중국 코스 요리와 여러 중국 문화 체험 이벤트가
제공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장엄한 일몰과 일출 구경은 덤이다.

Airbnb: Night At The Great Wall Type: Otherㅣ Agy: FF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5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