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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Challenge: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에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백신 기피(vaccine hesistancy)를 꼽았다. 최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현상
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WHO는 거의 멸종된 것처럼 보였던 홍역 발병이 최근 30%나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백신 기피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
들은 백신 불신이나 안일함, 접근성 부족 등이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예방 접종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VaccinesWork 캠페인을 런칭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호기심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 어린이들을 모든 상황들로부터 일일이 보호할 수는 없지만, 보호가 가능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방 접종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다. 아울러 제작한 포스터는 모험을 즐기는 어린이들을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호시탐탐 주인공을 노리는 악당으로부터 예방주
사를 든 의료인의 손이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그렸다.

Unicef: #VaccinesWork Type: Outdoorㅣ Agy: RPA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53&source=ppt


Challenge: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머니를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드는 구심점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날을 맞아 해당 지
역에서는 브랜드들이 앞다퉈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내놓으며 특수를 노리고 있다. 아동복 리테일러 Babyshop은 이와는 다른 접근
법으로 어머니의 날을 생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공감을 사고자 한다.

Solution: 중동 어머니들의 70% 이상이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대다수가 항암치료의 고통과 부작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라리 모르고 사는 편
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Babyshop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직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유방암으로 엄마를 잃고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캠페인 영상은 여성 8명 중 1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의 날은 무의미하다며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Babyshop은 캠페인 기간 동안 협력
의료기관들가 함께 무료 검진을 지원하며, 우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병원까지 무료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매장 내 피팅룸 거
울을 임시 검진실로 바꾼다.

Babyshop: The Gift Of Mom Type: Otherㅣ Agy: FP7 (United Arab Emir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40&source=ppt


Challenge: 대만의 향초 브랜드 VANA Candles가 어머니의 날 맞이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며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 공개한 'Say It With Candles'라는 타이틀의 영상에서는 공부하는 딸이 늘 집안일에만 매여 사는 엄마에게 사랑과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날을 맞아 VANA Candles를 선물해 드리며 말로 하지 못했던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VANA Candles는
영상에서와 같이 엄마와 함께 향초를 사이에 두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SNS로 올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
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VANA Candles: Say It With Candles Type: Other ㅣ Agy: Be Lucky (Taiwan) ㅣCD: Karel Pich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73&source=ppt


Challenge: KLM 항공이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와 고향의 어머니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고자 한다.

Solution: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대부분이 집에 계신 어머니와 한 달에 한 번 통화를 할까말까다. 그래서 런칭한 캠페인 플랫폼에서는 어머니와의 전화
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세 명에게 어머니의 날을 맞아 집으로 가는 무료 항공권을 선물한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영상통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모두 가능하다. 계정을 생성한 뒤 어머니를 초대해 통화하면 된다. 플랫폼은 유저의 영상통화 시간을 측정할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KLM: Call Your Mom And KLM May Take You To Her 
Type: Online ㅣ Agy: DDB (Netherlands) ㅣ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57&source=ppt


Challenge: 유니세프는 최근, 전세계 아동 4명 중 3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며,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
한 성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Solution: 가구점에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곧 태어날 아기의 침대를 고르러 가구점을 찾은 커플들. 들뜬 기분에 아기 침대를 추천해달
라고 하는데 직원이 가장 잘 나가는 침대라며 벙커가 있는 침대를 소개한다. 그런데 침대 아래에 있는 벙커의 용도가 커플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집에서 무서운 삼촌, 또는 엄마 아빠가 때리거나 몹쓸짓을 하려고 할 때 안에 들어가 문을 잠고 숨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다. 자신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손님들에게 직원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거라며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통계 수치를 이야기한다. 영상의 마지막에 유니세프는 캠페인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독려한다.

UNICEF: Furniture That Hides From Hunting Type: Online  ㅣ Agy: VMLㅣ CD: Gina Cassa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685&source=ppt


Challenge: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하루에 1-7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상상 이상으로 이동량이 많은 아기들에게 착용감
이 편리한 기저귀는 필수일 거다. 여기에 착안한 하기스가 흥미진진하면서도 귀여운 실험을 하기로 했다.

Solution: 세계 최초의 베이비 마라톤을 진행했다. 연구결과가 사실인지를 검증해줄 네 명의 아가에게 하기스는 블루투스 기능의 특수 만보기를 달아주었다.
물론, 7-11개월 된 이 아기들이 진짜 길거리에서 기어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아기들에게 가장 편한 자신의 집에서 7일 간 총 몇 킬로미터를 움직
이는지 확인할 것이다.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마라톤이 열리기 전에 아기들의 프로필과 아기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트레이닝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기들은 하기스 기저귀 중 각자 활동량과 몸무게, 연령에 적합한 기저귀를 입고 마라톤에 임할 예정이다.

Huggies: The World's First Marathon For Babies
Type: Online ㅣ Agy: Ogilvy ㅣCD: Catherine Wanliss, Mariana O’Kelly, Pete Case, Greg Ki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516&source=ppt


Challenge: 인도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세균과 박테리아에 감염될까봐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밖에 나가서 한창 뛰어놀 나이의 자녀들이 박테리아에
감염될까봐 노심초사다. 하지만 막상 세탁을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얼룩 제거에만 신경을 쓴다. 인도 가전 브랜드 고드레지(Godrej)는 세균, 박
테리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제거해주는 Eon 드럼세탁기의 홍보를 위해 인도 부모들에게 빨래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써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디지털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캠페인 영상은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톡톡 튀는 노란색 보호복을 입고 등교하는 어느 초등학생의
하루를 보여준다.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싶은데 세균과 박테리아에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엄마 말을 듣느라 밥을 먹을 때도 체육활동을 할 때
도 노란색 보호복을 입고 있다. 하루종일 우울한 아이에게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귀여운 하소연을 하는 아이 앞에 고드레지의 Eon 드럼
세탁기가 아이와 엄마의 고민에 대한 해결사로 등장한다. 어린 아이의 솔직하고 귀여운 내래이션과 노란색 보호복이 웃음을 선사하는 영상은 타
깃 오디언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듯하다.

Godrej: #SuitUpToAllergy Type: Other ㅣ Agy: WATConsult (India) ㅣ CD: Abhishek Mish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500&source=ppt


Challenge: 아기들의 쉬와 응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운 공중 화장실이 도저히 기저귀를 갈아줄 환경이 안돼 부모들을 당황시키는 적
이 한두번이 아니다.

Solution: 기저귀 발진 크림 비판텐(Beepanthen)이 위생적인데다가 귀엽기까지 한 깔끔한 일회용 기저귀 교환대를 공중 화장실에 비치했다. 종이로 제작해
포스터처럼 걸어놓아 이름도 포스터(poster)와 응가(poo)를 합해놓은 'Pooster'다. 항알러지 재질이라 안심하고 아기를 눕힐 수 있고, 아기를 눕혔
을 때 깜찍한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페이스북을 아기 사진으로 도배하는 엄마들에게는 훌륭한 사진 소재도 된다. 총 2
만장을 출력해 브라질 공중 화장실에 배포했다.

Bepanthen: Poosters Type: DM ㅣ Agy: J. Walter Thompson (Brazil) ㅣ CD: Gustavo de Lacerda, Nacho Mendiol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997&source=ppt


Challenge: 포드자동차가 스페인에서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MAX Range 모델의 판매를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기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재우는 일이다. 아기를 쉽고 빠르게 재울 수 있다면 부모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힘든 아기 재우기를 돕겠다고 나섰다. 아주 똑똑한 발명품으로 말이다. 에이전시들을 통해 제작한 MAX Motor Dreams라
는 이름의 아기 흔들 침대는 포드자동차의 조용한 엔진 사운드, 부드러운 모션, LED 조명 등이 모두 적용됐다. 아기들이 차에 타면 잠에 잘 든다
는 사실에 착안해 수 개월 간의 연구개발 결과 탄생한 발명품으로, 은은한 밝기의 LED 조명이 들어오고, 자동차 안에서처럼 적당한 흔들림이 있
고, 고요한 엔진소리가 들리는 아기 침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내 아기가 잠이 잘 드는 자동차 루트를 기
록했다가 아기침대에 해당 루트에서의 자동차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MAX Motor Dreams가 탐이 나는 부모들이라면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MAX Range 시승을 신청한 뒤 이벤트에 참가하면 된다.

Ford: MAX Motor Dreams Type: Online ㅣ Agy: GTB (Spain) ㅣ CD: Paulo Area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40&source=ppt


Challenge: 지난 해 호주에서는 집안에 있는 풀장에서 14명의 어린이들이 익사했다. 대부분 부모가 부엌에 켜놓은 오븐을 보러 들어가거나 전화를 받거나 초
인종이 울려서 또는 화장실을 가려고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운의 사고가 발생한다. 호주의 익사 예방 홍보 단체 Royal Life Saving에서
는 아이가 풀장에 있는 동안은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지켜보라는 메시지의 'Keep Watch'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유명 저널리스트 맷 프레스톤(Matt Preston)이 값비싼 물건들을 보여주는 인터넷 컨텐츠 프로그램 'The World's Most Costly'의 컨셉을 따라한 듯
한 영상에 출연해 어느 대저택을 소개한다. 저택의 값비싼 물건들을 비춰주던 카메라는 갑자기 호화로운 식탁 위에 덩그러이 놓인 피자를 보여준
다. 진행자는 피자를 격찬하다가 이 피자가 조금 더 값비싼 이유가 있다고 하며 저택 내 풀장으로 이동한다.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에게 그는 지난
해 여름, 집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히며 부모가 오븐 안의 피자를 확인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런 일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자 외에도 The World's Most Costly(세상에서 가장 값비싼)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기저귀, 전화, 커피, 휴지 등이
등장한다. 부모가 아기 기저귀를 갈거나, 전화를 받거나, 커피 한 잔 끓여오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우게 만든 아주 사소한 것들로, 어린
자녀의 생명과 바꿔버린,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되어버린 물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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