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2021. 07. 21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Sun Lolly: Don’t Be Perfect, Be Present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Twenty Agencyㅣ CD: Farah Dib

Challenge: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6명이 미디어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한다. 아
동 식품 브랜드 Sun Lolly는 부모들을 향해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자녀와 그저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자 한다.

Solution: 딸을 둔 어느 아버지의 가슴뭉클한 사랑을 그린 영상 'Fool For You'를 공개했다. 딸이 어렸을 적부터 늘 곁에서 개그맨이 되어 주고, 댄서가 되어 주
고, 메이크업 상대가 되어 주고, 친구가 되어 준 아빠가 있다. 때로는 딸의 생일 케이크를 망치는 서툰 아빠이기도 했지만 늘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아빠다. 그런데 딸이 컸다. 이제는 아빠가 옆에 있는 것도 성가시고 불편하다. 아빠는 어릴 적 자신만 바라보던 딸을 기억하며 어쩔 수 없는
허탈함과 아쉬움을 느낀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빠는 할아버지가 됐고, 아이를 낳은 딸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어떻게든 아이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의 웃음 한 번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Huggies: Welcome To The World, Baby

Type: Filmㅣ Agy: Droga5ㅣ CD: -

Challenge: 기저귀 브랜드로는 하기스가 최초로 슈퍼볼 TVC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세상에 태어나 새롭게 삶을 경험해 나가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Welcome to the world, baby'를 공개했다. 먹고, 싸고, 울고, 뒤집고, 기
어다니고, 어지럽히는 게 일인 아가들과 고군분투하는 부모, 그리고 때로는 사랑스러워하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재미있게 나열하며 하
기스가 아기들의 세상 경험에 있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슈퍼볼 경기 날 방송되는 영상은 슈퍼볼이
있는 날에 태어난 아기들로 엮어졌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634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arter's: Hello Optimism

Type: Filmㅣ Agy: -ㅣ CD: -

Challenge: 유아동복 브랜드 카터스(Carter's)가 연말을 맞아 2020년에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힘들어한 부모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Hello Optimism'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어느 산부인과를 배경으로 2020년에게 인사를 건네며 시작하는 영
상은 2020년에게 '너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미션을 수행하려고 했던 거 같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를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넌 간과했다'며, 갓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 올 한 해였지만 태어난 아기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밝히며, 마지막으로 2020년에게 '낙관주의와 인사하라'고 함으로써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Budget Blinds: Safety First

Type: Otherㅣ Agy: The Manyㅣ CD: -

Challenge: 미국의 맞춤형 쉐이드, 블라인드, 셔터 브랜드 Budget Blinds가 10월 창문 가림 안전의 달(National Window Covering Safety Month)을 맞아 가족
을 대상으로 자녀와 반려동물에 안전한 아름답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공개된 TVC 영상은 어린 자녀가 뽁뽁이 비닐과 박스테이프로 온몸을 철저하게 가리고, 눈에는 고글과 머리에는 헬멧까지 착용한 채 거실에 서있는
우스꽝스럽고도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 자녀를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영상은 이런 마음을 'child-proof'라고 표현을
하며, Budget Blinds를 하면, 그런 수만 가지 걱정으로부터 큰 걱정 한 가지가 덜어진다고 하며, 자녀를 그렇게 꽁꽁 싸맬 일이 아니라 안전한 Budget Blinds로
해결을 하라고 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NTUC: Protecting My Child's Happiness

Type: Design&Brandingㅣ Agy: Bartle Bogle Hegartyㅣ CD: -

Challenge: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을 크게 중요시한다. 물질 이외의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모의 82%가 자녀의 안정감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73%는 큰 병에 걸렸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녀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온라인 보험사 NTUC Income가 브랜드 캠페인을 진
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에는 젊은 부부가 딸이 아기에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까지 행복한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딸에게 'Semoga Bahagia'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준다. 번역하면 '네가 행복하기를'이라는 뜻의 이 노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빌어주는 노래로,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렸을 적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자란 아름다운 기억들을 갖고 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딸을 잘 키우며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영상 속 부부
는 아내가 큰 병에 걸리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항상 밝던 딸의 얼굴도 슬픔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곧 병원 치료를 잘 받게 된 아내는 남편과 함께 홀로 외
롭게 피아노를 치던 딸에게로 다가오고, 보험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말하며 딸에게 계속해서 행복과 성공을 빌어주는 노래를 부른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5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Liquid Death: Killer Baby Namer

Type: Promotion&Eventㅣ Agy: Humanautㅣ CD: Dan Jacobs

Challenge: 생수 브랜드 Liquid Death Mountain Water가 예비 부모들을 타깃으로 소비자 참여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은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여러 인터넷 작명 사이트를 돌아다닌다. 사람의 이름이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 이
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하니 당연히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헤비메탈적인 미학을 쫓고 슬로건도 'Murder
Your Thirst(당신의 갈증을 살해하라)'인 생수 브랜드답게 Liquid Death가 아기가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고 짱이 될 수 있도록 자신감
넘치는 이름을 지어주는 작명 사이트 KillerBabyNamer.com을 개설했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름은 헤비메탈 전문가들이 지었다.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에
매칭되는 여러 제안들 중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고르면 된다. 사이트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실제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Liquid Death에 증거로 제
출하기만 하면 아이가 18세 생일이 될 때까지 Liquid Death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CGI로 아기 얼굴을 헤비메탈 그룹 KISS처럼 만든 캠페인 영상이 공
개돼 바이럴 히트를 예약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2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Trygg-Hansa: Beach Mode

Type: Otherㅣ Agy: BCWㅣ CD: -

Challenge: 1-6세 스웨덴 아동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익사다. 익사는 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에 종종 발생한다. 스웨덴 사람들의 하루 평균 핸
드폰 이용 시간은 3.5시간이다. 이런 통계대로라면 해변에서 충분히 비극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Solution: 보험사 Trygg-Hansa가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앱 'Beach Mode(비치 모드)'를 런칭했다. 핸드폰에서 비치 모드 앱을 켜면, 핸드폰은 긴급 통화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만 신경 쓰기가 훨씬 좋아진다. 비행 모드와 달리 비치 모드가 활성화 되면 다른 앱들은 모두 비활성화 된다. 물론, 비
치 모드를 끄면 그동안 수신됐던 전화, 메시지, 알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

Apple: Dads Official Trailer

Type: Filmㅣ Agy: -ㅣ CD: -

Challenge: 애플 TV+가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Dads'의 방영을 앞두고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Dads'는 윌 스미스, 키넌 톰슨, 론 하워드, 주드 아파토우, 코난 오브라이언, 지미 팰런, 닐 패트릭 해리스, 켄 정, 패튼 오스왈트, 지미 키멜 등 6인의
셀럽들이 자신의 실제 육아 스토리를 전하는 다큐멘터리다.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이들 셀럽들이 요즘 세상에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기쁨과 어려움들에 대
해 이야기하는 클립들로 구성돼 본방이 선사할 감동과 웃음을 기대하게 만든다.
Results: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9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IKEA: Forts At Home

Type: Promotion&Eventㅣ Agy: Instinctㅣ CD: Roman Firainer,
Yaroslav Orlov

Challenge: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어린 자녀들과 무엇을 해주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이케아가 좋은 아이디어를 선사
하고자 한다.
Solution: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나만의 아지트 공간을 꿈꾼다. 러시아 이케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사한 아지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집, 캠핑 텐트, 동굴, 인디언 텐트, 요새, 성 등 총 6가지 형태의 아지트를 만드는 방법이 재료, 순서, 이미지 등과 함께 올라왔다. 반드시 이케아 소품
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팔로워들은 직접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완성작을 사진으로 올려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
다.
Results: 인스타램 좋아요 43,125개, 댓글 71개 등을 기록
자세히보기

Scottish Government : Here For You

Type: Filmㅣ Agy: The Unionㅣ CD: -

Challenge: 부모를 위한 클럽 'Parent Club'을 운영 중인 스코틀랜드 정부가 자가격리 중 육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Here for You'란 제목의 영상은 팬데믹 기간에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인내심에 한계를 불러올 만한 갖가지 사고를 치는 동영상들로 구성
됐다. 하지만 침착한 목소리의 내래이션은 부모들의 마음을 한껏 공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상을 매일매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은 순간들을 즐기라
고 조언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Parent Club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6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