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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캠페인



Challenge: 태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에 이름을 붙인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 강력한 성능이나 행운을 의미하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가족처럼 여긴다.

Solution: 미쓰비시 자동차가 SNS에서 'Truck Tag' 캠페인을 런칭했다. 픽업 트럭을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는 태국인들을 위해 트럭 뒤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벤
트다. 자신의 픽업 트럭 사진과 이름을 SNS에 올리면 미쓰비시가 트럭 뒤에 붙일 수 있는 빛나는 트럭 이름을 선물한다.

Results: 캠페인 참여자 수가 예상보다 900%나 많았다.

Mitsubishi: Truck Tag Type: Promotion&Eventㅣ Agy: Publicisㅣ CD: Chayanan Petchjoo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276&source=ppt


Challenge: 스페인 마요르카섬에 새로 오픈한 KFC 매장을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KFC 매장이 들어선 마요르카섬의 상업 지구는 '이케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착안해 KFC는 누가 봐도 이케아인 타이포그래피와 색상에
KFC 이니셜만 넣은 옥외광고를 디자인해 트위터에 공개했다. '어디에 가면 우리를 찾을 수 있는지 다 아시죠'라는 문구도 넣어 KFC 매장 위치를 알렸다. 여기
에 이케아도 이케아의 시그니처 음식인 미트볼 사진을 사용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갔다.

Results: 두 브랜드의 상호작용은 100만 회의 노출수와 6천 건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KFC: You Know Where To Find Us Type: Outdoorㅣ Agy: PS21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763&source=ppt


Challenge: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먹방하고, 잠만 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운동을 하지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운동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집안 청소와 소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청소 세제 브랜드 Clorox가 게을러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Clorox로 청소도 하면서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캠페인 'Clorox Workout'을 런칭했다. 팬데믹 기간 중 인기가 치솟은 틱톡이 캠페인
플랫폼으로 활용됐다. 다양한 Clorox 제품을 들고 여러 홈트레이닝 동작을 하는 모습을 틱톡 비디오로 제작해 틱톡 챌린지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
끌어 내고자 했다.

Results: 동영상 공유 횟수 320만, 댓글 수 300만, 좋아요 5천만, 조회수 13억 뷰를 기록했다.

Clorox: Clorox Workout Type: Onlineㅣ Agy: FCBㅣ CD: Rodrigo Leal Rodrigu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96&source=ppt


Challenge: 2020년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각종 문제들로 힘든 한 해였다. 고된 한 해였던 2020년과는 작별인사를 고하고 2021년은 좋은 한 해
가 되기를 바라는 태국인들과 함께 타이어 브랜드 Goodyear가 브랜드 이름처럼 좋은 일로 가득한 2021년 한 해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SNS에서 주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겸 화가인 Shared Toy와 컬래버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페이스북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Shared Toy가 라이브를 켜고 Goodyear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오는 새해 소원들을 밝고 재미난 분위기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 유저들에게 선사했다. 일
러스트레이션마다 Goodyear 브랜드와 로고를 재치있게 삽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노렸다.

Results: 좋아요 2,900개, 댓글 1,140개, 공유 1,000회 등을 기록했고, 페이스북 라이브가 종료된 후 태국 Goodyear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20% 증가했다. 800
만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Goodyear: Have A Goodyear X Shared Toys Type: Onlineㅣ Agy: Workkitㅣ CD: Adam Sirirak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63&source=ppt


Challenge: 구글이 인도네시아에서 영상 통화 앱 구글 듀오의 일 사용자수를 높이고 SNS를 중심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시장
점유율과 마케팅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Solution: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이들이 가족과 연락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영상통화다. 여기에 착안한 구글이 아버지의 날에 여러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광고를 제작했다. 구글은 유명 코미디언이자 SNS 인플루언서
Ringgo Agus Rahman의 아버지를 찾아가 며칠 간 연락이 없던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촬영해 자카르타 도심 한가운데 설치된 디지털 옥
외광고대에 구글 듀오 포맷으로 촬영물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등등 SNS 유저들의 반응이 즉각적
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영상을 보게 된 Ringgo Agus Rahman이 아버지와 구글 듀오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SNS에 빠르게 확산됐다.

Results: 24만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기록했고, 100만 명 이상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일 사용자 수는 5% 증가했다.

Google Duo: Father’s Day Surprise Type: Onlineㅣ Agy: Toaste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95&source=ppt


Challenge: 포드가 게이머들과 협력을 통해 가상 현실 레이싱카를 디자인한다. 이를 위해 '팀 포드질라 P1(Team Fordzilla P1)' 프로젝트를 런칭하며 포드 e스
포츠 팀 '포드질라'를 모집하고자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게이머들이 모두 집안에서 자가격리 중인 이 때에 어떻게 실력을 평가해 모집할 수 있을까다.

Solution: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한 최초의 가상 카 레이싱 시뮬레이터 'Racing Stories'를 런칭했다. 게임패드와 콘솔 없이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양방향
요소들을 활용해 스마트폰만으로 레이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기어 변경, 카메라 올리기, 주유 등이 모두 가능하고, 가상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게임인 포르
자 모터스포츠 7의 장면들을 활용해 실감나는 레이싱 게임을 인스타그램에서 즐길 수 있다.

Ford: Racing Stories Type: Onlineㅣ Agy: GT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55&source=ppt


Challenge: 파파이스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실천 중인 미국인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Solution: 파파이스는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여긴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가족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가? 그래서 파파이
스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 미국의 파파이스 팬들에게 한 달간 넷플릭스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로 했다. 파파이스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트위터로 올리는 유저들 중 선착순 1천 명이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Results: 캠페인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는 가운데 트위터 유저들로부터 '훌륭한 캠페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Popeyes: Fried Chicken And Chill Type: Onlineㅣ Agy: Gut Agenc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26&source=ppt


Challenge: 신형 닛산 쥬크가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된다. 닛산은 이번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지만, 못지 않은 관심을 모을 캠페인
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쥬크는 외관에서 장난기 가득한 개성이 돋보이는 모델이다. 이에 착안한 캠페인 역시 장난기가 포착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와 지명이 유
사한 프랑포르(Francfort)란 프랑스 남서부의 조그만 마을에서 닛산 쥬크만의 독점 모터쇼를 자체적으로 연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차에게는 자체 스페셜 쇼가
마땅하다는 게 닛산의 설명이다. 기존 쥬크 운전자들과 기자들이 프랑포르 모터쇼에 초대되었고, 행사가 SNS로 거의 실시간 방송됐다.

Nissan: The New Nissan Juke Take Over The 
Frankfurt Motor Show

Type: Onlineㅣ Agy: TBWAㅣ CD: Adam Mandelsta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43&source=ppt


Challenge: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위용적인 파워와 스타일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런칭이 목표다.

Solution: 간단한 퀴즈부터 시작한다. 페이스북 유저들은 퀴즈를 풀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에스컬레이드의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선호하는
드라이빙 경험에 대한 질문에도 답한다. 총 네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Shadow(그림자)'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네 가지 그림자는,
사자를 뜻하는 'King of a Different Jungle', 포효하는 곰을 나타내는 'Force of Nature', 우아한 발레리나인 'Every Road a Stage', 그리고 프로권투선수인 'The
Undisputed Champ'로, 에스컬레이드의 파워와 우아함을 빗댄 표현들이다. 특히, 에스컬레이드 옆에 해당 그림자들을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주려고 했다.

Cadillac: Escalade Shadows Type: Onlineㅣ Agy: Rokkanㅣ CD: Brad Kranjec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226&source=ppt


Challenge: 버거킹이 15년만에 프랑스에 재진출한다. 워낙에 그전부터 컴백 루머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자들과 언론 모두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버거킹의 귀환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버거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팬수도 많지 않고,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내 버거킹의 재진출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 할 수 있을까?

Solution: 버거킹 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버거킹 매장이 오픈하는 거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아주 심플하지만 매우
영리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버거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포스트에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남기는 유저의 동네에 버거킹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유저들은 마지막 코멘트 작성자가 되기 위해 코멘트가 올라오는 대로 그 다음 코멘트를 올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대적인 코멘트들이 작성되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Results: 24시간만에 1천3백개의 코멘트가 작성됐고 언론 홍보 없이 6만5천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다.

Burger King: The Last Comment Type: Onlineㅣ Agy: BuzzMan Parisㅣ CD: Georges Mohamme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12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