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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올림픽 캠페인



Challenge: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후원사로서 단순히 유니폼으로 브랜드 로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캠
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밀리초 단위로 기록을 다투는 쇼트트랙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주는 운동복 '스마트 수트(SmartSuit)'를 개발했다. 겉으로 보기에 일반 쇼트트랙
수트와 똑같지만, 옷 속에 부착된 5개의 센서가 선수의 신체 부위와 빙판 사이의 높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한다. 빙판 위에서의 속도는 물론
자세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센서를 통해 측정된 기록은 전용 앱을 통해 코치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선수의 자세에 문제가 있을 시,
코치는 앱으로 선수에게 이를 곧바로 알릴 수 있다. 선수의 손목 부분에 달린 센서에 진동 알람이 전달되면, 선수는 신호를 해석해 자세를 교정한
다. 네덜란드 대표팀은 스마트 수트를 착용하고 수개월 간 훈련에 매진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한 달 전, 삼성은 스마트 수트를 전세계 언론
에 공개했다.

Results: 뉴스를 통해 삽시간에 전세계 4억7천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네덜란드 쇼트트랙 대표팀은 네덜란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쇼트트랙 금, 은, 동
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Samsung: SmartSuit Type: Otherㅣ Agy: Cheil (Netherlands) l CD: Norman Groenewegen, Pepijn Spanjerber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43&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몇 주 앞두고 독일 축구 협회의 새 후원사 자격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최근 진행중인 캠페인의 슬로
건 'Do What You Can't'의 의미에 맞도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축구선수들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감동 깊게 그려내고자 한다.

Solution: 4년 전 월드컵에서 레전드로 기록될 결승골을 기록하며 스타가 된 마리오 괴체 선수가 캠페인의 주인공이다. 영상은 도입부에 마리오 괴체가
2014년 월드컵에 황금골을 기록하며 국민적 영웅이 됐으나, 이후 부상에 발목이 잡혀 기량 저하를 겪었고 결국 2018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엔
트리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느낀 좌절과 고통, 그리고 고독은 조니 캐시(Johnny Cash)의 노래 'Hurt'와 절
묘하게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나 마리오 괴체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What matters most is to keep trying'이라는
슬로건처럼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장애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는 2020년 올림픽 국가대표 승선
을 목표로 다시 일어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했다. 삼성은 이와 더불어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표팀에 대한 인터뷰, 경기 영상,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Results: 캠페인 기간 동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샤잠 등에서 배경음악 'Hurt'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캠페인 노출횟수가 2억2천만을 기록하게 됐다.

Samsung: Mario's Goal Type: Otherㅣ Agy: Cheil (Germany) l CD: Arnab Biswa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29&source=ppt


Challenge: 하이네켄은 UEFA 챔피언스 리그 후원사이지만, 알콜음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이스라엘에서는 브랜드의 'Share The Drama' 캠페인을 TV
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가 없다.

Solution: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기대와 열기를 안방에서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Drama In The Livingroom" 캠페인을 런칭했다. 축구의 전설인
호나우지뉴와 함께 집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세상에 두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제
공하는 캠페인이다. 응모를 통해 선정된 행운의 주인공의 집을 진짜 호나우지뉴가 찾았다. 하이네켄은 이벤트에 당첨된 가정을 사전에 이웃과 친
구들이 모여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나우지뉴와 행운의 주인공들은 게임과 대화를 즐기고, 경기를 함께 시청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하이네켄은 이런 드라마 같은 순간을 더 많은 이스라엘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호나우지뉴 대 이스라엘 셀렙들과의
친선경기를 열어 생중계했다. 친선경기를 위해 호나우지뉴와 한 팀을 이뤄 경기하게 될 선수들을 일반인들 가운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도 했
다.

Results: 가정집을 방문하는 이벤트에 27,600명이 참여했다. 67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거뒀고, 하이네켄과 챔피언스리그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84%나
증가했으며, 매출이 23% 신장했다.

Heineken: Drama In The Living Room Type: Otherㅣ Agy: g.Group (Israel) l CD: Shiran Sharvi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02&source=ppt


Challenge: 이탈리아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했고, 월드컵대회가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이
런 낯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익숙한 나라가 있다. 바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월
드컵 본선 진출을 한 적이 없는 루마니아다. 삼성은 루마니아 소비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하고자 루마니아 축구팬들에게 이러한 독특한 월
드컵 상황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

Solution: 루마니아 축구팬들이 이탈리아 축구팬들에게 어떻게 상심을 달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한 온라인 쇼를 제작했다. 'Pass the
Heartbreak'라는 제목의 온라인 쇼에는 루마니아 축구팬이 출연해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특
히, 허무한 마음을 음식으로 달래기에는 삼성 냉장고를, 이탈리아를 이기고 본선 진출한 팀 저주하기에는 삼성 TV를, 그리고 갤럭시폰의 AR이모
지로 응원하는 내 모습 만들기 등등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한 꿀팁들을 제공했다. SNS 유저들도 동영상 포스팅으로 이탈
리아인들에게 월드컵 우울감 극복 비법을 소개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Results: 총 40만 명 이상이 캠페인에 노출되면서 삼성전자가 루마니아 SNS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amsung: Pass The Heartbreak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Romania) l CD: Ioana Zamfi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27&source=ppt


Challenge: 육포 브랜드 Jack Link's Beef Jerky가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축구 경기를 시청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식품으로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Solution: 브라질에서는 Jack Link's Beef Jerky를 비롯해 여러 식품 자동판매기를 발로 차 부수고 훔쳐가거나 돈을 넣었는데도 제품이 나오지 않아 자판기를
발로 차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에 착안해 Jack Link's Beef Jerky 자판기를 합법적으로 눈치보지 않고 발로 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한가운데 설치한 자판기에는 축구공이 매달려 있다. 이벤트 참가자들이 축구공을 뻥 차서 자판기 안에 마련된
공간으로 골인시키면 육포가 자판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세게 찰수록 육포는 더 많이 쏟아진다. 자판기를 발로 차는 행위에 착안해 재미와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모두 잡은 OOH 캠페인이다.

Jack Link's Beef Jerky: Jack Link's Kickin' Machine 
Type: Otherㅣ Agy: Geometry Globa (Brazil) l CD: Ricardo Leme Lop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99&source=ppt


Challenge: UEFA 챔피언스리그 공식 후원사 마스터카드는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장소에 팬들을 초청해 응원 이벤트를 연다. 마스터
카드가 2018년에는 Priceless(프라이스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가리아에서 좀 더 특별한 응원 이벤트를 기획해 축구팬들에게 그야말로
'priceless(귀중한)' 경험을 선사하려 한다.

Solution: 축구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팀도 다르고 각자 개성과 연령대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응원할 때 하나가 되
지 말란 법은 없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결국 하나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오히려 축구팬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
는 기회로 여기고, 도저히 한 자리에서 함께 응원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축구팬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가리아의 올해 응원장소는
대형 쇼핑몰이다. 그런데 쇼핑몰이 위치한 곳에는 산이 있고, 산 정상에는 산악구조대원 한 명이 혼자 일을 하며 결승전을 시청할 예정이다. 마스
터카드는 이 산악구조원을 응원전에 초대했다. 라이브 화면으로 말이다. 쇼핑몰에 모인 팬들이 파도응원하는 소리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동시켰고, 이 소리를 들은 산악구조원이 화면에 연결되면서 함께 결승전을 시청했다. 자리에 모인 축구팬들은 축구를 함께 즐기는 기쁨뿐만 아
니라 다른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Mastercard: The Power Of Football To Unite Type: DMㅣ Agy: Reforma Sofia (Bulgaria) l CD: Toshka Ivanov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93&source=ppt


Challenge: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축구팬들은 TV 앞에 함께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시청한다. 동시에 월드컵은 세상에서 트윗이 가장 많이 작성되는
대회이기도 하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혼자 SNS를 하며 경기를 대충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뜻이다. 맥주 브랜
드에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닐 터. 2018러시아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스웨덴 맥주 브랜드 Norrlands Guld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핸드폰에서
떼게할 만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Solution: 그렇다고 일상이 돼 버린 SNS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The Social Beer, 즉 SNS 하는 맥주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제작
된 맥주 디스펜서는 몰트로 만든 잉크로 월드컵 관련 트윗을 실시간으로 맥주 거품 위에 출력한다. 덴마크와의 평가전에서 이미 한 차례 평가전(?)
을 치른 이 기계는 월드컵 기간 동안 지정된 스웨덴 바에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2014년 월드컵 때 관련 트윗을 6억7천2백만 개나 받
은 Norrlands Guld는 이번에 그 이상으로 트윗이 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orrlands Guld: The Social Beer Type: Otherㅣ Agy: Akestam.holst (Sweden)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80&source=ppt


Challenge: 2018 UEFA 챔피언스리그 공식후원사 하이네켄이이 결승전을 맞아 캠페인 슬로건 'Share the Drama(드라마를 나누자)'를 구현할 고객 이벤트를
열고자 한다.

Solution: 축구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승전을 TV로 시청할 수 있는 하이네켄 이벤트 장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오케스트라가 경기 생방송에
맞춰 실시간으로 축구 내용에 맞는 분위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퇴장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슬픈 분위기로,
골 찬스가 생기면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로, 그리고 골을 넣으면 환희의 축가를 연주하며 이벤트 현장의 팬들을 더욱 흥분의 도가니로 들끓게 했다.
서프라이즈는 하나 더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레전드 호나우지뉴가 깜짝 지휘자로 등장해 자리를 빛내며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Results: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한 캠페인 노출 횟수가 각각 3800만과 1200만을 기록했고, 하이네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영상 조횟수가 30만을 기록했
다.

Heineken: The Grand Finale Type: Otherㅣ Agy: Publicis (Brazil) l CD: Paulo Aguiar, Henrique Mattos, Domenico Massaret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73&source=ppt


Challenge: FIFA 월드컵 공식 후원사 파워에이드가 스포츠에 파워를 더한다는 내용의 최근 'Some Kind of Power' 캠페인을 월드컵을 겨냥해 확장하고자 한
다.

Solution: 공개한 캠페인 영상에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노인이 젊었을 적 파워에이드만 있었어도 자기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가 되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을 거라며 공상에 잠긴다. 상상 속 그는 서커스 수준의 묘기를 부리는 우주 최강 축구선수다. 영어와 스페인 버전으로 주요 FIFA
경기 광고시간에 방송될 이번 코믹 영상 외에도 온라인, 디지털/SNS, POS 등으로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월드컵 버킷 챌린지' 이벤트에
서는 소비자가 파워에이드 용기에서 이벤트 코드를 찾아 핸드폰으로 스캔한 뒤 캠페인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코드와 관련된 팀이 토너먼트에서
승리할 때마다 EA FIFA Sports '18+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경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Powerade: That’s Some Kind Of Power Type: Otherㅣ Agy: Wieden + Kennedy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34&source=ppt


Challenge: 상하이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후원사들은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내놓기 바쁘다. 하지만 BMW는 마라톤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 즉
경기력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상하이 마라톤대회를 완주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3D 아트로 시각화된 경기력 분석 데이터를 제공했다. 세계적 수준의 비주얼 데이터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한 이번 경기력 분석 데이터는 마라토너의 달리기 속도, 거리, 총 칼로리 소비량 등을 아름다운 비주얼로 나타낸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달리기 앱인 CoDoon, JoyRun, Rejoice 등을 통해 제공되므로 마라톤 참가자들은 데이터를 SNS 등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
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BMW는 첨단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이라는 브랜드의 전통을 달리기, 속도, 퍼포먼스라는 공통점이 있는 마라톤을 통
해 구현하려 했다.

BMW: BMW Marathon Type: Online  ㅣ Agy: Wieden + Kennedy ㅣ CD: Erwin Federizo, Fish H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74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