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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디어 캠페인



Challenge: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됐지만, 최근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0% 미만만 진정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금융과 보
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85%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에 반해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건설 같이 야외 작업이 필수인 사람
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율이 각각 45%와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초콜릿바 브랜드 Reese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종의 종사자들
을 달달한 Reese로 위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Solution: 근무지가 어디건 근로자들이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있다. 바로 오후 간식 타임이다. 재택근무자들이라면 간식 타임을 지키기가 아마 훨씬 수월할
거다. 그래서 Reese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캐나다 가정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식용 찬장을 제작해 그 속에 Reese 초콜릿
바를 가득 채우고 커피까지 올려놓은 채로 대형 드론을 이용해 간식 찬장을 배달했다. 건설 노동자, 인명 구조원, 부동산 중개인 등이 깜짝 선물을 받고 즐거워
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1만을 기록했다.

Reese: The Outrageous Flying Snack Cupboard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Mosaicㅣ CD: Dave Thornhi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92&source=ppt


Challenge: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과 방문을 차일피일한다. 하지만 시력검사를 늦추다 보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도의 안경 판매점 Titan Eye Plus가 소비자들에게 시력검사와 안경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인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트럭이 뒷편에 엉뚱하고 별난 슬로건을 붙이고 다닌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Buri nazar wale tera mooh kala'라고 해서,
'악마의 눈을 하고 있는 당신의 얼굴이 검게 변하길'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슬로건이 있다. 이런 슬로건에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무서운 얼굴을 한 악마가 그
려져 있다. 그런데 힌두어로 Buri Nazar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Titan Eye Plus가 트럭 뒷면에 'Buri nazar wale
chashma lagale(시력이 나쁜 사람들이여, 안경을 써라)'는 슬로건과 함께 안경 쓴 악마를 컬러풀한 색상과 함께 그려넣어 시선을 끌었다.

Results: Titan Eye Plus 안경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Titan Eye Plus: Buri Nazar Wale Chashma Lagale Type: Outdoorㅣ Agy: Ogilvy & Matherㅣ CD: Vinci Raj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694&source=ppt


Challenge: 2014년 몰도바에서는 관영은행 1곳을 포함한 주요 은행 3곳에서 수상쩍게 10억 달러가 사라졌다. 사라진 10억 달러는 몰도바 DDP의 12%를 차지
하는 액수다. 사건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로 인해 생긴 부담이 몰도바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국제 언론의 눈에 들어왔지만 5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세기의 도난 사건'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Solution: 몰도바의 독립 TV 채널 TV8에서 방영되고 있는 수사물 Cutia Neagră에서 5년 전 사건에 대해 상기시키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10억
달러짜리 지폐 5천 장을 제작했다. 10억 달러 지폐에는 사건의 개요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얼굴, 그리고 주요 사건 전개 날짜 등이 인쇄돼 있다. 진짜 지폐들처
럼 상징들이 총 35개가 숨어 있다. TV8이 힌트는 여기저기 숨겨두었지만, 힌트를 맞춰보며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판단하는 것은 대중의 몫에 맡겼다. 지폐를
길거리에서 배포하기도 하고,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영은행장, 총리, 대통령에게도 지폐를 전달했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 150만을 기록했고, 언론을 통해 2만5천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또, TV 프로그램 시청자 수가 110%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캠
페인을 계기로 기존의 사건 전담팀이 해체되고, 담당 팀과 검사가 새로 배정됐다.

TV8: Banknote of The Stolen Billion Type: Printㅣ Agy: Pikoㅣ CD: Constantin Sarcov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92&source=ppt


Challenge: 스포티파이는 미국 밀레니얼들이 가장 애용하는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여전히 스포티파이보다는 라디오가 더 익숙하
다. 운전 중에도 스포티파이를 듣게 만들 좋은 방법이 없을까?

Solution: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좋아하거나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소리 높여 노래를 따라 부른다. 차 안을 그래도 괜찮은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
그러다 옆 차 운전자에게 들켜 민망한 경험을 할 때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창피한 것은 물론이고 흥도 다 깨지고 만다. 썬팅을 세게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35% 이상의 썬팅은 불법이다. 여기에 착안해 #ScreenOutLout! 캠페인을 런칭하고 스포티파이
로고가 들어간 연두색 썬팅지를 스포티파이 리스너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짙은 어두운 색 썬팅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걸릴 염려가 없고, 차 안에서 바깥의 시
선을 신경 쓰지 않고 목청껏 열창할 수 있다.

Results: SNS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Spotify: #ScreenOutLoud Type: Filmㅣ Agy: Miami Ad School Europeㅣ CD: Hanna Cho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19&source=ppt


Challenge: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어울려 놀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Solution: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드라마 스포를 당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광고 교육 기관 Miami Ad
School의 똘똘한 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독일의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대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스포일러들을 당당히 적어 놓았
다. 그리고 도심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기차의 역사에는 도심으로 나가면 넷플릭스 드라마 스포를 당할 거라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스포가 무서운 사람들은 놀
러 나가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Results: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대부분이었고, 넷플릭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Miami Ad School: The Spoiler Billboard Type: OutdoorㅣAgy: Miami Ad SchoolㅣCD: Seine Kongruangki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98&source=ppt


Challenge: 하이네켄이 싱가포르에서 무알콜 맥주 하이네켄 0.0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he Driver's Fridge(운전자의 냉장고)'라는 하이네켄 0.0 전용 냉장고가 제작됐다. 하필이면 운전하기 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긴다? 그렇다면
이 냉장고 속 맥주를 마셔야 한다. 단, '운전자의 냉장고'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열 수 있다. 자동차 키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스마트키를 인식하는 냉장고
는 스마트키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탐지해 자동으로 문을 연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만 무알콜 맥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타깃 오디언스의 주목
을 끌기 위해 싱가포르의 주요 도심에 냉장고가 설치됐다.

Heineken: The Driver’s Fridge Type: Outdoorㅣ Agy: Publici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09&source=ppt


Challenge: 리복이 신제품 직 키네티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뉴욕 패션 위크 주간이다. 패션 위크는 소수의 초대받은 사람들만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폐쇄적인 행사다. 그래서 리복이 아주 대중적
인 패션쇼를 준비했다. 일반 주택의 현관에 달린 CCTV를 활용한 독특한 패션쇼다. 직 키네티카를 신은 모델들은 일반 가정집의 초인종을 누른 뒤, CCTV가 녹
화되는 동안 현관 앞 공간을 런웨이 삼아 캣워크를 선보이고, 선물로 현관문 앞에 신제품을 두고 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위해 손잡은 미국 인기 래퍼 카디비
(Cardi B)도 현관앞 패션쇼에 투입돼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Results: 40여 곳의 유력 매체에서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4억 회의 노출 횟수를 기록했다.

Reebok: #ZigTheRunway Type: Onlineㅣ Agy: Venables Bell & Partnersㅣ
CD: Byron Del Rosari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97&source=ppt


Challenge: 맥주 업계가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십 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폭음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다.

Solution: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서 음식과 물을 같이 먹고,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해 일찍 귀가함으로써 책임 있는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콜롬비아의 맥주 브랜드 Aguila Beer가 보여준 기발한 아이디어는 맥주 뚜껑에서 Aguila 로고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대신 우버 이츠, KFC, 파파존스, 우버 등 다
른 브랜드들의 로고를 넣는 것이었다. 즉, 알콜의 영향을 줄여줄 음식이나 공유택시 브랜드들을 홍보해준 셈이다. 이들 병뚜껑으로 해당 브랜드 할인혜택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더욱 솔깃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다.

Cerveza Aguila: Beer Cap Project
Type: Promotion&Event ㅣ Agy: MullenLowe SSP3 Colombia

ㅣ CD: Juan David Pardo, Diego Alejandro Muño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02&source=ppt


Challenge: 초콜릿 브랜드 킷캣이 'have a break'로 유명한 슬로건을 컬래버를 통해 새로운 세팅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Solution: 취미생활 중에서 가장 집중력과 인내를 요하는 취미는 아마도 모형 장난감 조립일 거다. 킷캣은 조립형 모형 비행기 제조사 Airfix와 협력해 특정 상
품 내에 킷캣 초콜릿을 넣어 판매했다. 킷캣 역시 다른 비행기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틀 안에 고정시켜 포함시켰고, 조립 순서 중에 킷캣을 먹는 시간
을 넣음으로써 조립에 몰두하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과도 협력해 유튜버가 직접 조립을 시연하도록 했다.

Kitkat: The Kitkat Kit Type: Direct MarketingㅣAgy: Wunderman ThompsonㅣCD: Jo Wallac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52&source=ppt


Challenge: 앵그리버드의 출시 10주년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늘 화가 나있는 앵그리버드의 'anger(화)'를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활용하기로 하고 'Bring the Anger'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먼저, 캠페
인의 일환으로, 분노의 고함으로 움직이는 전기 스쿠터 'Rage Riders'를 개발했다. 큰 소리를 낼수록 스쿠터는 더 힘을 받아 더 빠르게 움직인다. 물론, 판매용
은 아니다. 하지만,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된 'Squawk Squad'가 Rage Riders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실제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뉴욕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승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본격적인 캠페인은 앵그리버드2를 즐기며 진행된다. 유저들은 11월 한 달간 게임
에서 돼지 캐릭터를 최대한 많이 무찔러야 한다. 그러면 앵그리버드 개발사인 로비오 엔터테인먼트가 총 10만달러를 유니세프 긴급 교육 기금에 기부한다.

Rovio Entertainment: Bring The Anger Type: Promotion&Eventㅣ Agy: Droga5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22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