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3.20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소셜 (SNS) 캠페인



Challenge: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공식후원사인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브랜드 Noblex가 2018년 러시아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쟁쟁한 해외 경쟁 브랜드들을
제칠 만한 TV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메시라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가 있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건만 월드컵 성적은 늘 기대 이하였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회는 본선진출마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Noblex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 가뜩이나 경쟁사에 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트위터로 파
격 제안을 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Noblex 4K TV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시 100% 환불한다는 것.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 TV가 완판된 것이다. 동시에 걱정거리를 한아름 안게 됐다. 아르헨티나가 예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본선진출 가능성이 사
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과 SNS에서는 Noblex 대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상하는 웃지 못할 패러디짤들이 속
속 등장했다. Noblex는 본선진출의 사활이 달린, 아니 어쩜 회사의 사활이 달린 마지막 예선전을 앞두고 배짱 두둑하게 프로모션을 연장했고, 경
기 당일에는 SNS에서 대표가 실시간으로 팔로워들과 트윗을 주고 받으며 경기의 추이를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는 승리했고, 아르헨티나
본선 진출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메시가 아닌 Noblex의 CEO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Noblex: The All-In Promo Type: Otherㅣ Agy: WPP (Argentina) l CD: Nicolás Vara, Ignacio Flott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6&source=ppt


Challenge: 미국에서는 3월이면 'March Madness'라고 하는 '3월의 광란'이 벌어진다. 대학 농구 상위 토너먼트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다. 대학농구이다 보니 수십만 명의 젊은층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시청한다. 이때 네트워크 폭주가 일어나면서 자주 버퍼링이 발생해 핸
드폰 사용자들의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신사 Verizon은 이때야말로 경쟁사에 비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에서 스트리밍에 대한 불만들을 찾아낸 뒤, 불만을 제기한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놓친 장면을 요약한 글을 실시간 제
공했다. 뿐만 아니라, NBA 레전드인 카림 압둘 자바가 직접 자신의 코멘테리를 곁들여 놓친 장면에 대해 설명해줌으로써 팬들을 열광케 했다.

Verizon: What You Missed Type: Otherㅣ Agy: R/GA (United States) l CD: James Rogala, Corel Theum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7&source=ppt


Challenge: 인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 가족 중 말기 암환자가 있어도 애써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환자 자신
이나 의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를 위한 완화치료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해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Solution: 인도의 완화치료 협회 'Indian Association of Palliative Care'가 런칭한 'Last Laugh' 캠페인은 말기 암환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죽음을 주제로 스
탠드업 코미디를 공연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화치료 협회 소속 카운셀
러들과 코미디언들의 도움으로 용감하게 무대에 서게 된 실제 말기 암환자들은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코미디 공연을 소화해 관
객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선사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트위터에서 라이브로 공개됐고, 뒤이어 페이스북에서는 완화치료 협회와 환자
들이 패널로 등장한 토크쇼가 라이브로 진행됐다. 아울러, 협회는 완화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 네티즌들의 토론을 이
끌어냈다.

Results: 인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와 유튜브 조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언론홍보효과 300만 달러, 캠페인 노출 횟수 3억, 동영상 뷰 300만 등을
기록했다.

Indian Association Of Palliative Care: Last Laugh
Type: Otherㅣ Agy: Medulla Communications (India) 

l CD: Amit Akal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1&source=ppt


Challenge: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은 세계에서 공기 오염도가 두 번째로 높은 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에 게으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Solution: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한 모바일 앱 'DustSee'를 개발했다. 사용자 현재 위치와 실시간 공기오염도, 풍향 및 풍속 등을 토대로 산출한 미세
먼지와 공기오염 수준을 AR 기술을 활용해 공기 중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확대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앱이다. 실사, 도형, 캐릭터 등 사용자가 원하
는 미세먼지 모양을 골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미세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화면을 캡처해 SNS로 공유할 수 있어 지인
들의 건강도 챙겨주는 효과가 있다.

Results: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ustSee Type: Otherㅣ Agy: Cheil (South Korea) l CD: Kate Hyewon O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59&source=ppt


Challenge: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말들을 듣고 산다. 가령, 남자 아이들은 칭찬을 들을 때 용감이나 똑똑하다는 표현을 주
로 듣고, 여자 아이들은 예쁘다는 말을 듣는다. 국제 구호단체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은 성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계 소녀들의
권리 보호는 어릴 적 부모들의 단어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삼성전자와 손잡고 '쉬보드(Sheboard)' 캠페인을 런칭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쉬보드'는 여성의 자존감과 권리를 높여주
는 단어를 스스로 분석하고 추천하는 스마트폰 전용 키보드 앱으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의 자동완성 기능에서 착안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키
보드에서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 성 차별적인 내용 작성이 우려될 경우, 인공지능이 더 나은 단어를 추천한다. 전세계 인플루언서들과 출판물
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는 단어 2,500여개를 추렸고, AI가 이를 토대로 문맥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알맞은 단어를 제공한다.

Results: 전세계 언론을 통해 7억1천2백만 명이 캠페인을 접하게 됐고, 플랜 인터내셔널이 양성평등 운동 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Plan International: Sheboard – Raised By Words Type: Otherㅣ Agy: Hasan&Partners (Finland)
l CD: Tobias Wack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51&source=ppt


Challenge: 미국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역사책과 기사로만 접해온 신세대들에게 미국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
던 그의 뛰어난 언변에 대해 보다 생생한 방법으로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요즘은 대통령들도 트위터를 한다. 나라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위터를 통해 쉽게 퍼져나가는 세상이다. 그럴수록 발
언의 내용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경우에는 신중과는 거리가 있다.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은 이럴 때 케네디 대통령의 진가가 더욱 발한다고 판단, 'Words Count'라는 캠페인을 런칭하며 트위터에 JohnFKennedy라는 계정을 만
들어 그가 생전에 남겼던 고무적인 말들을 트윗하기 시작했다. 자극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트윗만 봐왔다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기운을 내자는 취지다.

Results: 어떻게 죽은 사람이 트윗을 할 수 있냐는 부정적 반응들도 있었지만 캠페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he JFK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Words Count 

Type: Otherㅣ Agy: The Martin Agency (United States) l CD: Jerry Hoa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37&source=ppt


Challenge: 인도네시아의 뼈 관절 영양제 Anlene이 2018 아시안 게임 기간을 활용해 대중들로부터 스포츠와 활동적인 생활습관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자 한다. 문제는 Anlene이 아시안 게임 공식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관한 언급이나 관련 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다.

Solution: 반드시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역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나 자신의 꿈의 실현 등등을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이리 뛰\
고 저리 뛰며 고군분투한다. 여기에서 운동선수와 보통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 SNS에 운동선수와 그와 비슷한 포즈의 일반인 사진을 나란히 놓
고 '누가 운동선수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 영상과 TVC를 통해 인도네시아 올림픽 배드민턴 챔피언과 일
반 가정주부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을 나란히 보여주며 공감을 이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
겠다는 소수의 반응을 접수한 Anlene은 배드민턴 선수와 가정주부가 서로 역할을 바꿔 생활하는 모습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함으로써 두 가
지 활동이 막상막하임을 알게 했다. 또한, 유명 스포츠 사진작가에게 일반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운동 선수 같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줄 것을 요
청하고, 그 결과물들을 인도네시아 체육의 날에 전시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Results: 캠페인 노출 횟수가 1,560만 이상을 기록했다. 650만 명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청했고, 3만 회 이상의 인게이지먼트를 기록했다. 그 결과, 온라인 매
출이 17.4%, 오프라인 매출이 35% 이상 증가했다.

Anlene: Who Is The Athlete? Type: Otherㅣ Agy: FCB (Indonesia) l CD: Ravi Shank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17&source=ppt


Challenge: 11월 30일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성 안드레아 축일(St. Andrew's Day)'이다. 선행을 강조하는 이 날을 기념해 스코틀랜드 정부가 캠
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스코틀랜드 정부가 친절과 너그러움을 스코틀랜드인들의 특징이라고 선포하고, 성 안드레아 축일을 기념해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구는 기적을 만들자는 것. 10대 청소년들이 탈선을 저지를 거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외로운 할머
니의 집 밖에 예쁜 새집을 만들어 드린다는 영상을 시작으로, 'Make Someones Day' 캠페인은 SNS를 통해 스코틀랜드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 해시태그로 올린 포스팅은 캠페인 웹사이트의 'Wall of Kindness(친절의 벽)'에 게재될 예정이다.
아울러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관공서, 지역사회,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선행의 여러 예들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
다.

Scottish Government: St Andrew's Day - Make Someone's Day 
Type: Otherㅣ Agy: Whitespace (United Kingdom) l CD: Chris Dav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18&source=ppt


Challenge: 브라질 최대 출판사 LeYa에서 출간된 서적들을 디지털 캠페인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SNS에 사진을 올릴 때 멋진 말을 적어넣고 싶어도 적당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이에
LeYa가 이미지에 알맞은 텍스트를 제안해주는 메신저 봇 서비스를 런칭했다. 답답한 유저들이 메신저 봇 'Quote of the Day'에게 도움을 요청하
면 메신저 봇은 SNS에 올리려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또는 다양한 테마들을 제시하며 해당하는 테마들을 고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사진에 근사하게 들어맞는 글귀를 제안한다. 마음에 들면 복사해서 사진 아래 붙이기
만 하면 된다. 이어서 메신저 봇은 유저에게 글이 마음에 들었냐고 묻고, 그 글은 LeYa에서 출간한 책에서 인용한 것이라며 해당 서적을 30% 할
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한다.

Leya: #QuoteOfTheDay Type: Online ㅣ Agy: McCann (Brazil) ㅣ CD: Nicolás Romanó, Viviane Pep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954&source=ppt


Challenge: KFC가 프랑스에서 더블 스태커 버거 메뉴를 신규 출시하며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Solution: 먼저, 친구들끼리 KFC에 모여 두 배로 커진 더블 스태커 버거를 보며 두 배가 되면 좋을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TVC 캠페인 영상을 선
보였다. 이후에 KFC는 SNS에서 해시태그 #JeDédoublerais(두 배로 만들고 싶다)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저들에게 두 배가 되면 좋을 것들을 상상
해보라고 했다. 최고의 아이디어로 뽑힌 유저에게는 희망사항을 실제로 들어주기로 했다. 주말이 두 배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기억의 페이지가 두
배로 늘어났음 좋겠다, 손가락이 두 배로 늘어나서 감자튀김을 한꺼번에 더 많이 손에 쥐고 먹었음 좋겠다, 내가 두 명이 돼서 한 명은 알라스카에
서 휴가를 즐기고 다른 한 명은 직장에서 휴가비를 벌고 있음 좋겠다 등등 다양하고 재미난 포스팅들이 올라왔다.

Results: 이틀만에 3천 명이 이벤트에 참가했다.

KFC: Double Stacker Type: Online ㅣ Agy: Sid Lee (France) l CD: Sylvain Thirache, Céline et Clément Mornet Lan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66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