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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이용한 캠페인



Challenge: 2018년 9월, 맥주회사 AB InBev는 전미농구협회(NBA)와 NBA 소속 선수들의 이름 및 이미지의 광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수들이 맥주
를 들거나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항 때문에 광고 효과의 한계를 느낀 AB InBev가 그러한 제약 사항에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BTL 캠
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NBA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 돈과 명예를 누리며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다. NBA
파이널 MVP인 르브론 제임스, 샤킬 오닐, 디르크 노비츠키, 폴 피어스 등은 첫 NBA 우승컵을 거머쥐기까지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다. 이것이 브랜드 정신과 일치한다고 본 버드와이저는 'Behind the Glory'란 캠페인을 런칭하며 NBA 선수들의 영광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버드와이
저는 NBA 플레이오프 기간에 6인의 역대 NBA 결승전 MVP들의 얼굴이 각각 들어간 6개 버드와이저 캔을 팩으로 한정 출시했다. 제품 용기만 보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영광의 순간을 담고 있지만, NBA AR 앱으로 맥주캔을 스캔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각 선수가 인내해야 했던 인고의 세월들을 영상으로 확
인하게 된다.

BudweiserxNBA: Behind The Glory Type: Onlineㅣ Agy: Miami Ad School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66&source=ppt


Challenge: 축구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고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테스토스테론 과잉 때문인지 관용과 다양성이 부족해 가족 간에도 종종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내도 딸도 엄마도 할머니도 누이도 얼마든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경기장에 가고 싶어하지만 왠지 모를 눈치를 보게 된다. 포르투갈 최대 규모의
프로축구단 SL Benfica의 경우, 클럽 회원의 78%가 남성이다. 이에 SL Benfica가 팬 연령과 성별의 다양성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가족 단위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Benfica 패밀리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소개하며, 기존 남성 팬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Results: 4000명 이상의 가족 회원을 모집했고, 최근 한 달간 모집된 신규 회원의 50%가 가족 회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포르트갈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SNS 유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지어 라이벌 팀들로부터도 응원의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Cadbury: Match & Win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Elvis l CD: James Bougour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62&source=ppt


Challenge: 축구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고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테스토스테론 과잉 때문인지 관용과 다양성이 부족해 가족 간에도 종종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내도 딸도 엄마도 할머니도 누이도 얼마든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경기장에 가고 싶어하지만 왠지 모를 눈치를 보게 된다. 포르투갈 최대 규모의
프로축구단 SL Benfica의 경우, 클럽 회원의 78%가 남성이다. 이에 SL Benfica가 팬 연령과 성별의 다양성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가족 단위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Benfica 패밀리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소개하며, 기존 남성 팬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Results: 4000명 이상의 가족 회원을 모집했고, 최근 한 달간 모집된 신규 회원의 50%가 가족 회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포르트갈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SNS 유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지어 라이벌 팀들로부터도 응원의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SL Benfica: It Doesn’t Matter How The 
Family Is, As Long As There's Love 

Type: Otherㅣ Agy: o escritório l CD: Bruno Ferrei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48&source=ppt


Challenge: IBM은 1990년부터 US 오픈 테니스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전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경기 및 선수와 관련된 점수, 통계, 인사이트 등을 제공해오
고 있다. 2018년 US 오픈 테니스대회를 맞아 IBM은 경기 운영과 관람에 있어 IBM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2018년도 경기에서는 IBM의 인공지능 기술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한 팬들의 경험 강화를 주제로 2018 IBM Fan Experience 캠페인을 런칭했
다. 왓슨은 추상적인 테니스 도상학(iconography), 기교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양방향 게임을 결합하여 선수와 팬들의 감정을 보고, 듣고, 이해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에 관한 심도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게임 경험을 강화한다. 경기장 밖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팬들은 왓슨의 역량
을 세 개의 양방향 챌린지를 통해 테스트하고, 같은 기술이 운송수단 문제 파악과 암 진단 및 치료 등 보다 복잡한 전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

Results: 총 7,113명이 체험존을 방문하여 1,000시간 이상을 보냈다.

IBM: Watson The Superfan: 
How AI Is Changing The Game 

Type: Otutdoorㅣ Agy: GPJ (United States)l CD: Pete Williams, Dan Tuck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28&source=ppt


Challenge: 콜롬비아 국가대표 축구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본선 진출을 확정짓자 콜롬비아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브랜드들의 앞다퉈 경
쟁하기 시작했다. 맥주 브랜드 Cerveza Aguila는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의 최대 후원사로서 국민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의 캠페
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국내에서 다른 브랜드들과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Cerveza Aguila는 콜롬비아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미리 러
시아로 날아갔다. 10,909km나 떨어진 러시아로 건너가 Cerveza Aguila가 한 일은 콜롬비아 대표팀 후원사로서 Aguila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대 하
나를 세운 것이 전부. 아직 대기업 브랜드들도 본격적인 월드컵 후원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이다.

Results: 전세계 언론이 Aguila의 옥외광고 캠페인을 주목했다. 언론홍보효과 107,414 달러를 기록했고, 2천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하루 만에 캠페인 노출
횟수가 3천만을 기록했고, 콜롬비아 인터넷 사용자의 71%가 캠페인을 접했다.

AB Inbev/Cerveza Aguila: The Immigrant Billboard 
Type: Otherㅣ Agy: MullenLowe (Colombia) 

l CD: Camilo Monsalv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30&source=ppt


Challenge: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셔널풋볼리그(NFL)의후원사로서 슈퍼볼 게임을 앞두고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5명의 유명 NFL 선수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Microsoft Surface)를 사용해 각자 소속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
고 지역사회에 속한 자선단체에 후원하며, 팬들에게도 동참을 권유하는 캠페인 '#CreateChangeContest'를 런칭했다. NFL 선수 Von Miller,
Richard Sherman, Martellus Bennett, Greg Olsen, Russel Wilson 등은 캠페인 영상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단체들을 돕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소개된 'Microsoft Create Change'는 팬들이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방문해 마이크로소
프트 서피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NFL 선수가 후원하는 재단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3D 미식축구 헬멧을 디자인할 수 있
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는 선수와 자선단체, 헬멧 디자인 툴, SNS 공유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수들은 응모된 디자인 중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그 헬멧 디자인 주인공에게 슈퍼볼 게임 초대권을 선사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소개된 자선단체에 각
25,000달러를 기부한다.

Microsoft: Microsoft Create Change Type: Otherㅣ Agy: CMD (united States) l CD: John O'Conne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9&source=ppt


Challenge: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브랜드 험멜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2017년 2월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 소속 FC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의 경기가 있던 날 팬들간 충돌이 일어났다. 50명의 알라베스 팬들이 무력으로
20명의 바르셀로나 팬들을 술집 앞에서 공격한 것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두 팀은 결승전에서 재격돌하게 됐다. 5만 여 명의 축
구팬들이 마드리드 시내로 결집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장 경찰이 거리와 경기장 앞에 나타났다. 이때 험멜
은 전혀 다른 제스처로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다. 스포츠는 경쟁의 성격도 띄지만 화합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험멜은 경기
장 맞은 편의 술집을 접수해 평화의 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결승전 날 하루 동안 이 곳 술집에서 술값은 'peace', 즉 평화다. 두 라이벌의 팬들이 이
술집에서 함께 셀카를 찍은 뒤 직원에게 보여주면 술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

Results: 결승전 날 술집에서 주문 받은 술은 총 4,649잔이다. 2,500명 이상이 서로 안아주며 사진을 찍었다. 물론, 단 한 건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다.

Hummel: Pay With Peace Type: Otherㅣ Agy: envision (Denmark) l CD: Rasmus Saaby Bentz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4&source=ppt


Challenge: 버드와이저가 MLB 공식후원사 자격으로 야구를 테마로 한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뉴욕양키스의 유격수로 팀의 아이콘과도 같은 데릭 지터 선수. 그는 아메리칸 리그를 대표하는 3대 유격수로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불리운다. 뉴욕
양키스에서 천 일 넘게 활약했던 그가 드디어 은퇴식을 가졌다. 은퇴식이 열리기 이틀 전, 버드와이저는 그의 등번호 2번이 영구결번되는 것을 기
념하며 'This Bud's For 2' 캠페인을 런칭했다. 그의 은퇴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시작하는 캠페인 영상은 뉴욕 거리 곳곳에 보이는 2라는 숫
자가 떼어지거나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하철 2번 출구를 알리는 숫자 2도,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 창문에 붙어있는 24란 숫자 중 2도, 버드
와이저 해피아워를 홍보하는 칠판에 적힌 2 for 1의 2도 모두 삭제됐다. 데릭 피터 등번호의 영구결번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곧이어 영상
은 지워진 2의 자리를 새로운 2가 대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뉴욕양키스 저지 위에 적힌 등번호 2가 뉴욕 거리의 모든 2를 대체하며 뉴욕이 영
원히 데릭 지터를 기억할 거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Results: 동영상이 한 달 간 310만 뷰를 기록했다.

Budweiser: This Bud's For Two Type: Otherㅣ Agy: VaynerMedia (United States) l CD: Todd Bradl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18&source=ppt


Challenge: 터키 항공의 후원으로 이스탄불이 2017 유로리그 농구 결승대회의 개최지가 됐다. 터키 항공은 이를 계기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킴과 동
시에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이스탄불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농구를 테마로 한 갖가지 묘기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호주 출신의 유튜버 How Ridiculous 팀이 옛 터키 제국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스탄불
곳곳의 유적을 다니며 수십미터의 높이나 거리에서 농구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기상천외한 묘기들을 선보였다.

Results: 유튜브 조횟수 200만 이상을 기록 중이다.

Turkish Airlines: How Ridiculous' Trickshots! 
Type: Online ㅣ Agy: eFabrika (Turkey) ㅣ CD: Deniz Sabri Leventoglu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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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남아프리카공화국의은행 First National Bank(FNB)가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대형 글로벌 브랜드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앞다퉈 스
폰서십 경쟁에 나서기 전에 일찌감치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먼저, 캠페인 웹사이트 'Shine 2010'을 개설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토픽들, 즉 숙박, 경기장, 교통, 범죄, 티켓, 부부젤라,
업데이트 등을 열거하고 토론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2010월드컵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들을 찾아낸 뒤 관련 블로
거, SNS 유저들을 적극 끌어들였다. 아울러, 월드컵 시민기자단인 FNB Roving Reporters를 조직해 관련 기사, 인터뷰 등을 캠페인 웹사이트에 올
려 월드컵 전용 뉴스 소스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블로거들과 SNS 유저들이 참여함으로써 뉴스의 확산력을 극대화했다.

Results: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든 플랫폼을 통한 Shine 2010의 임프레션, 뷰가 380만 이상을 기록했다. 페이스북 팬수 2668, 페이지뷰 4만1천,
유튜브 채널 87개 영상의 뷰는 120만, 트위터 팔로워 4천, 1781개의 트윗 작성 등을 기록했다.

First National Bank: Shine 2010 Type: Online ㅣ Agy: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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