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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버즈 향상 캠페인



Challenge: 데이팅 앱 틴더(Tinder)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인도의 젊은 세대가 케미스트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주며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
하고자 한다.

Solution: 틴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에 영감을 받아 'Start Something Epic'이란 제목의 영상을 제작했다. 뮤직 비디오 형식의 영상은 틴더를 통해 데이트
를 하게 된 커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접촉을 피하면서도 즐겁고 짜릿한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순간들을 캡처해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코로
나 시대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설레임을 선사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360만 뷰를 기록했다.

Tinder: Start Something Epic Type: Filmㅣ Agy: BB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39&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라이브 행사 업계를 돕기 위해 결성된 운동 #WeMakeEvents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 부족에 대한 인지도 제
고를 꾀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영국 출신의 유명 가수 소피 엘리스 벡스터가 신규 앨범 발매를 앞둔 가운데 싱글곡 'Crying at the Discotheque'의 뮤직비디오를 텅빈 공연장들을
다니며 촬영했다. 부시 홀, 아폴로 극장, O2, 등 댄스홀에서부터 공연장까지 여러 규모의 이벤트 장소들이 황량하게 비어 있는 모습이 신나는 음악, 화려한 가
수의 모습과 대비되며 코로나 시국의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80만 뷰를 기록했다.

#WeMakeEvents: Crying At The Discothequ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Robbie Ry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08&source=ppt


Challenge: 자동차 브랜드 미니(Mini)가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60년 전, 영국인 알렉 이시고니스는 작고, 공간 및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미니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다. 뚜렷한 동기
와 열정을 갖고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간 아이디어가 숱한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전세계가 운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작은 것들의 힘을 깨닫게
된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다. 내면의 열정이 일궈낸 변화에 대한 이번 캠페인 영상은 일러스트레이션, 조명, 그림자 등을 조합해 미니의 탄생 스토리를 들려준
다. 제작 과정을 담은 70초짜리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알렉 이시고니스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담아내기 위한 제작자들의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700회를 기록했다.

Mini: The Inner Driv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360iㅣ CD: Virgilio Villores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14&source=ppt


Challenge: 포트나이트는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작은섬에 100명의 선수가 모여 제한된 시간 안에 생존 혈투를 벌인다. 게임 인플
루언서들이 게임 전용 인터넷 개인 방송 트위치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12-24세 시청자층의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컬래버 이벤트를
진행해 브랜드 인지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 햄버거 체인 웬디스도 그 기회를 노렸다.

Solution: 피자팀과 햄버거팀이 싸우는 푸드 파이트 모드가 포트나이트에 새로 등장했다. 그런데 웬디스는 버거팀이 냉동고에 고기를 저장하고 있는 장면들을
포착하고, 여기에 착안해 의상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능인 스킨을 사용해 웬디스의 마스코트를 여전사로 꾸며 푸드 파이트에 참가했다. 다들 웬디스가 버거팀
에 속할 거란 상상을 깨고, 피자팀 일원으로 참가해 버거팀의 고기 냉동고를 모두 때려 부순다. '웬디스는 절대 냉동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이유다.

Results: 트위치에서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이 반복 노출되면서 시청 시간 150만 분, 웬디스 언급률 119% 상승 등을 기록했다.

Wendy's: Keeping Fortnite Fresh Type: Onlineㅣ Agy: VMLY&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93&source=ppt


Challenge: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인터콘티넨탈이 요즘 럭셔리 여행가들은 여행지를 대표하는 장소들과 보다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갖고 싶어한다는 인사이
트에 기반한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제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InterContinental Icons라는 캠페인 플랫폼을 개설해 대중들이 파리, 뉴욕, 상하이, 두바이, 시드니, 멕시코시티 등 글로벌 대표 여행지에서 어떤 계기
로 해당 도시들에 매력을 느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가장 유명한 여행지를 꼭 봐야한다는 의무감에 도시의 겉
모습만 대충 훑고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고, 75%는 여행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인터콘티넨탈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들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파리 에펠탑은 전세계 전체 포스팅의 10%를 차지할 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여행지였고, 버킹엄 궁전이 런던에서 가장 많이 태그된 여행
지, 센트럴파크가 뉴욕에서 가장 많이 태그된 여행지로 조사됐다. 즉, 여행객들은 필수 여행코스는 반드시 찾아간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캠페인 대상 7개 도시
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여행객들은 도시의 진정한 면모를 놓치고 있다고 답했다. InterContinental Icons 사이트
에서는 방문자가 해당 도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투표를 통해 선택한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intercontinentalicons를 이
용해 해당 주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기타 감각들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되는 도시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은 캠페
인 영상이 공개됐다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IHG): 
Intercontinental Icons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33&source=ppt


Challenge: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가 인도 시장에서 로고인 활보하는 남자(Striding Man)에 대한 인지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Solution: #TheTravelling Billboard라는 OOH 캠페인을 런칭했다. 인도의 유명 여행 사진작가들이 인도의 오지 마을과 광활한 대자연을 여행하며 찍은 배경
사진에 '활보하는 남자' 로고가 액자 프레임과 함께 겹쳐진 이미지를 대형 옥외광고대에 실은 캠페인이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조니워커는 150인의 SNS 인플
루언서들과 협업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여행 사진으로 옥외광고 미니버전을 제작해 SNS에 올렸다. 인도 유저들을 위해 제작된 인스타그램용 특수 필터
는 인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UGC 제작에 사용된다

Johnnie Walker: #Thetravellingbillboard Type: Outdoorㅣ Agy: What's Your Problem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151&source=ppt


Challenge: 인도의 일간지 The Times of India가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차원에서 인도 LGBTQ 커뮤니티의 사회 포용을 촉구하는 캠
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TimesOutAndProud 캠페인을 런칭하며 LGBTQ 커뮤니티 사람들이 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
개했다. 사연이 소개된 LGBTQ 커뮤니티 사람들은 신문에 있는 항목별 분류 광고(classified ad)의 형태로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거나 함께 생활할
룸메이트 또는 파트너를 찾거나 커플 기념일을 알리는 광고를 냈다. 실제로, The Times of India는 세 달간 항목별 광고란을 LGBTQ 커뮤니티 커뮤니티에게 무
료 제공하기로 했다.

Results: 10일 만에 1,20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The Times Of India: Out & Proud Type: Onlineㅣ Agy: FCBㅣ CD: Jaydeep Sarka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67&source=ppt


Challenge: 보츠와나의 국영기업 Okavango Diamond Company가 보츠와나에서 채굴된 블루 다이아몬드 나석 중 사상 최대 크기인 20캐럿의 '오카방고 블루'
를 공개했다. 세계 유적으로 지정된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델타의 이름을 따서 오카방고 블루로 명명된 이 스톤은 전시를 거쳐 연말에 판매될 예정으로,
Okavango Diamond Company가 이를 계기로 글로벌 다이아몬드 판매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스톤을 홍보하며, 나아가 보츠와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에는 보츠와나 사람들이 등장한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보츠와나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Okavango Diamond Company는 국영기업
으로서 다이아몬드 판매 수익은 보츠와나의 병원, 학교, 인프라, 환경 등 공공사업에 사용된다.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The Light at the Start of Everything'은
유명 시인 이아인 토마스(Iain Thomas)가 오카방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위해 쓴 시다. 블루 다이아몬드의 근원지인 보츠와나를 훼손되지 않은 마법과 같은 땅
으로 묘사하며, 30억 년 된 블루 다이아몬드에 비해 덧없는 인간의 시간을 노래했다. 동시에, 다이아몬드 안의 빛깔이 인간 내면의 빛깔과 같다고 말한다. 블루
다이아몬드와 인간 모두는 똑같은 영원의 무언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카방고 블루는 그 '무언가'를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다.

The Okavango Blue Of Botswana: The Light At The 
Start Of Everything, Written By Iain Thomas 

Type: Otherㅣ Agy: TBWAㅣ CD: Steph van Nieker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29&source=ppt


Challenge: 임산부를 위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Elevit이 임산부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브랜드라는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Solution: 중국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간 외로운 여정을 견뎌내야 한다. 병원에 가서 처음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초음파 사진을 찍고, 분만을
할 때도 남편은 함께 할 수 없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탓이다. 감정적으로 큰 기복을 겪어야 하는 임산부로서는 외롭고 힘들지 않을 수 없다. Elevit이 제작한
영상 'All for that first hello'는 전반부에 그러한 중국 임산부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Elvit은 영상 속 인터뷰 대상이 된 임산부들을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출장으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남편들을 집으로 불러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는 센서를 심장 가까이에 부착시켜 준 것. 아기와 첫 인사를 나누게 된
아빠들의 감동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가장이 돼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사회가 개방되고 있는 중국에서 남편들의 임신과정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이다.

Elevit: All For That First Hello Type: Onlineㅣ Agy: J. Walter Thomps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371&source=ppt


Challenge: ING사는 다양한 혁신적 금융 솔루션들을 도입해오면서 혁신적인 금융 그룹이라는 인지도를 구축해오고 있다. 지문 로그인, 소액 송금 전용 무료앱
등의 솔루션들은 ING의 데이터 활용 기술이 축적된 결과물들이다. ING는 소비자들에게 ING의 데이터 및 기술 활용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렘브란트. 사후 3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받는 그의 작품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
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ING가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렘브란트가 되어보기로 했다. The Next Rembrandt라는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가, SW
개발자, 미술가들이 힘을 합쳐 18개월 간 렘브란트의 작품을 만들어낸 프로젝트다. 단순히 렘브란트 기존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그의 화풍과 붓놀림을
그대로 재현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렘브란트 작품 346점에서 특징을 찾아냈고 캔버스 위 물감 두께와 질감까지 그대로 베꼈다.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3D 입체 파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Results: 암스테르담에서 베일을 벗은 이 작품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며 공개 당일 트위터에서 1천만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총 1천4백 여개의 기사가 작성
되며 전세계적으로 18억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언론 홍보 효과는 1천2백50만 유로를 기록했다

ING: The Next Rembrandt Type: Outdoorㅣ Agy: J. Walter Thompsonㅣ CD: David Navar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34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