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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버즈 향상 캠페인



Challenge: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드럭스토어 Le Drugstore Parisien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계획한다.

Solution: 파리지앵이나 관광객들 사이에서 스쿠터는 정말 인기가 높다. Le Drugstore Parisien는 너도 나도 스쿠터를 찾는 만큼 매장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
에서 잠시 스쿠터 인기의 힘을 빌었다. 매장 근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스쿠터 200대를 가져다가 모두 매장 앞에 일렬로 세워, GPS로 스쿠터
를 찾는 사람들이 매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캠페인 첫 날,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횟수가 85만을 기록했다. 매장 트래픽은 50% 증가했다.

Le Drugstore Parisien: The Parisian Rendez-Vous 
Type: Outdoor ㅣ Agy: Wunderman (France) ㅣ CD: Paul-Emile Raymond, Adrien Mance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11&source=ppt


Challenge: 콘돔브랜드 SKYN이 발기부전제 시장에 진출하며 신제품 Arise를 출시한다. 이에 버즈를 일으키고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획기적인 패키징 도
입이 필요하다.

Solution: 2025 년경이면 전세계 3억3천2백만 남성이 발기부전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연구조사가 있다. 이렇게 발기부전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치심 때문
에 제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rise는 타깃 오디언스들이 숨지 않고, 유쾌하게 제품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징에 재
미적 요소를 넣었다.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박스를 열면 Arise가 들어 있는 커다란 캡슐이 자동으로 일어선다. 패키징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긴장감을 풀어주며 효능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는 효과의 디자인이다.

SKYN Condoms: A Container That Always Stands Up 
Type: Design & Brandingㅣ Agy: Sid Lee (France) l CD: Céline Mornet-Landa, Clément Mornet-Lan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07&source=ppt


Challenge: 섬유 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인도 인구의 80%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섬유소재를 사용하는 인도의 패션 브랜드 Liva Fluid Fashion이 섬유산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을 위해 'The Responsible Smart Mirror'라는 음성 및 얼굴 인식 기술이 결합되고 라스베리 파이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스
마트 거울을 제작했다. 신년을 맞아 길거리에 설치한 브랜드 부스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스마트 거울을 마주보게 되고, 방문자가 입고 있는 옷의
소재를 파악한 거울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옷을 제안한다. 또한, 거울은 방문자에게 패션 산업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
해 말하며, 2019년 새해 결심 리스트에 '책임감 있는 패션'을 포함시킬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년 다짐은 거울에 비친 방문자의
이미지와 함께 사진으로 출력돼 선물로 제공됐다.

Results: 2천 명 이상이 부스를 방문했고, SNS에서 수백 건의 실시간 관련 대화가 일어났다.

Liva Fluid Fashion: The Responsible Smart Mirror Type: Other ㅣ Agy: Tonic (India) ㅣ CD: Sharal Barboz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74&source=ppt


Challenge: 제약회사 그뤼넨탈(Grünenthal)이 통풍(gout)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풍환자들을 위한 혁신적 방식의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olution: 통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킨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 Grünenthal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통풍을 간접 경험
하고 통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에서 방문자들은 통풍환자들과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크리스탈 같은 형태로 시각화된 인체를 보며 통풍 환자들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떤 통증을 겪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날카로운 크리스탈
로 이뤄진 인체는 보기만 해도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얼마나 클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문자들이 화면상 인체의 여러 핫스팟들을 클릭하
면 해당 부분과 관련된 동영상과 정보를 확인하며 통풍 환자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환자들에게는 증상뿐만 아니라 치료법
과 관리 방법까지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웹사이트다.

Grünenthal: Change Gout Type: Otherㅣ Agy: Publicis (United Kingdom) l CD: Andrew Morl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3&source=ppt


Challenge: 코카콜라가 브라질에서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함으로써 매출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전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에서 팬덤 문화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콘텐츠를 열정적으로 소비하고 뮤지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돕는 팬들이 모여 팬덤을 형성한다.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팬덤이 가장 강한 나라다. 이에 착안한 코카콜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열정을 활용
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팬들이 직접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힘을 합쳐 코카콜라의 2018 뮤직 캠페인을 만들도록 한 것. 방법은 이렇다.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9명을 선정해 이중 팬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아티스트 3명에게 팬들과 함께 싱글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팬심을 측정하는 기준은 코카콜라 판매량이다. 코카콜라 한 캔을 구매할 때마다 코카콜라 FM 라디오 사이트에서 자신의 아
이돌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진다. 코카콜라 FM에서는 실시간 투표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팬심에 더욱 불을 지를 수밖에 없다.

Result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트렌딩 1위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 바이럴 차트 14위를 차지했다. 코카콜라 캔 13억개가 브라질에서 생산되었고, 판매량이
14% 증가했다. 인플루언서 포스팅과의 인터랙션은 2,42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약 500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거뒀다.

Coca-Cola: Coca Cola Fan Feat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Brazil) l CD: Gustavo de Lacer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03&source=ppt


Challenge: 음악 앨범 홍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홍보를 기대할 수 없다. 뮤지션들이 예술과 광고, 기술 등을 혼합해 앨범을
홍보하는 세상이다. 일본의 일렉트로 코어 메탈 밴드 CROSSFAITH 역시 신규 앨범에 대한 버즈를 일으키기 위해 기존에 없던 형식의 디지털 캠
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헤비메탈 팬들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헤드뱅잉이다. 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를 방문해 컴퓨터 웹캠을 활성화한 뒤 헤드뱅잉을 하면, 모션 트래킹
기술이 유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CROSSFAITH 신보의 타이틀 곡이 재생된다. 헤드뱅잉을 멈추는 순간 음악도 멈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열심히
헤드뱅잉을 즐겨준 보상으로, 헤드뱅잉한 움직임을 멋진 디지털 아트로 나타낸 작품이 선물로 주어진다. 물론, SNS 공유가 가능하다.

Results: 불과 몇 시간 만에 114개국에서 2만여 명의 팬들이 참여했다.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 판매량이 80% 상승했다.

Sony Music: Make It Metal Type: Otherㅣ Agy: Ogilvy (Japan) l CD: Aaron Phua, Ajab Samra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98&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의료 단체 Advent Health System이 AdventHealth로 리브랜딩하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가 되면 달콤한 종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퍼진다. 그러나, AdventHealth 병원 벽에 설치된 종은 의미가 다르다. 이 종은 암환자가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울리는 종이다. 이러한 종소리야말로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과 감동을 공유
해야 할 종소리다. 이에 미국 전국 AdventHealth 병원에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로 구성된 핸드벨 연주단 'Survivor Bell Choir'를 꾸렸다. 3일의 연
습 기간 끝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객 앞에 선 이들은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핸드벨로 연주하며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항암치료의 완료와 제2의
삶의 시작을 알렸다.

AdventHealth: Survivor Bell Choir Type: DMㅣ Agy: 22squared (United States) l CD: Bryan Rowla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83&source=ppt


Challenge: 아디다스가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 즉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라는 인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Solution: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증오와 부정적 발언들이 세상을 멍들이고 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아디다스는 스포츠계에도 '크리에이티비티
(creativity)'를 통한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Create Positivity' 캠페인을 런칭했다. 영상에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유명 신인 선수들이 등장해 창의력이 빛나는 포즈들과 운동 동작들로 웃음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퍼랠 윌리엄스가 프로
듀싱하고 키드 커디가 노래한 'Surfin'이라는 곡의 후렴구로서 모방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Now I ain't riding no waves. Too
busy making my own waves...Making my own waves'를 선수들이 부르며 캠페인의 메시지를 더욱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이번 캠페
인의 일환으로 축구, 배구, 농구, 미식축구, 야구 등 5개 종목별로 고등학생을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하며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한다.

Adidas: Create Positivity Type: Otherㅣ Agy: MDC Partners (United States) l CD: Josh Braithwait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23&source=ppt


Challenge: 중동지역 유통업체 Babyshop이 어머니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아랍어로 parenthood에는 '어머니'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 분명 parenthood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의미하는 말인데, 아랍어에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다. 아랍 국가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에 기존의 단어에 당당하게 어머니라는 말을 넣는 시도를 하게 됐
다. 언어학자들과 함께 기존의 parenthood라는 단어 'Al Obuwah'에 어머니라는 말을 추가하여 'Al Umobuwah'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 Babyshop
은 SNS에서 이번 캠페인을 지지하는 유저들이 신조어를 직접 발음하는 UGC 제작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Babyshop에서 판매하는 신상품
에 신조어를 넣어 판매하고, 해당 의류들을 위한 패션쇼를 계획 중이다.

Saga Seaweed: Business Card Type: DMㅣ Agy: Geometry Global (Japan) l CD: Masato Mitsudera, Yasuo Matsuba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499&source=ppt


Challenge: 진 브랜드 봄베이 사파이어는 그 색과 용기 디자인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주최해 온 바텐더 경연대회가 11년째
를 맞는다. 대회 10주년에는 갖가지 식재료를 혼합하여 예술적인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바텐더를 예술가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테마로 경연대
회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경연대회 11회를 앞두고 지난 해 행사에 대해 알려 올해 대회의 홍보 기회로 삼고자 한다.

Solution: 바텐더들이 칵테일 주조 시에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뒤 총 173가지의 물감으로 제작해 뉴욕 예술학원 학생들에게 칵
테일을 테마로 한 그림을 그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야말로 칵테일이 만든 그림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들은 뉴욕의 갤러리에서 전
시해 방문객들이 봄베이 사파이어로 만든 칵테일을 마시며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Results: SNS에서 캠페인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셜 멘션(social mention)이 173% 증가했고, 트위터 인게이지먼트는 89% 상승했다. 캠페인은 총 5억1
천1백회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Bombay: Ingredients Of A Masterpiece Type: Outdoor ㅣ Agy: BBDO (United States) ㅣ CD: Danny Adra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48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