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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캠페인



Challenge: 스페인 알콜음료 브랜드 Ruavieja가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할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현대인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핸드폰, TV 화면을 마주하고 산다.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
간의 두뇌는 자기 편하게 생각하도록 돼 있어, 만나야 할 사람과 못만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에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만날 시간이 생각한 것처럼 많을까? Ruavieja는 데이터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주는 툴을 개발했다. 캠페인 영상은 가장 가깝고 친하다고 하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의 사람들을 초대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현재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을 물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서로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을 때, 참가자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단위 자체가 달랐다. 몇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십 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시청자도 직접 캠페인 사이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볼 수 있다.

Results: 불과 2주 만에 동영상 뷰가 1,200만 이상을 기록했다.

Ruavieja: We Have To See More Of Each Other Type: Otherㅣ Agy: Leo Burnett ()
l CD: Gaston Guetmonovitch, Daniel Sáen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50&source=ppt


Challenge: 유리세정제 브랜드 윈덱스(Windex)가 감성 캠페인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 'Story of Lucy(루시 이야기)'는 3분에 걸쳐 루시의 성장과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한다. 브랜드의 역
할은 최소화되고, 대신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과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에 초점을 맞췄다. 브랜드의 임
팩트는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두드러진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깨끗한 유리창 위로 손을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손자
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 유리창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그것으로, 가장 눈물샘을 자극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에 화면에 나타나는 'What's
between us, connects us(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를 연결한다)'는 카피는 윈덱스라는 제품이 소비자들의 삶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며 사
람과 사람, 감정과 감정을 이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Results: 동영상이 7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Windex: Story Of Lucy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States) l CD: Chad Verl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21&source=ppt


Challenge: 이 시대 최고의 농구 선수중 하나인 케빈 듀란트(Kevin Durant)는 최근 소속팀을 옮기면서 명성에 흠이 가기 시작했다. 팬들은 그를 겁쟁이 혹은
배신자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케빈 듀란트 선수를 후원하고 있는 나이키는 경쟁사 아디다스와 언더아머가 각각 제임스 하든과 스테판 커리
선수를 앞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케빈 듀란트 이름을 딴 농구화 KDXI를 출시하는 나이키에게는 팬심을
되돌릴 수 있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Solution: 2018 NBA 시즌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케빈 듀란트 선수가 NBA 챔피언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Rise. Grind. Shine. Again'을 공개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을 거쳐 NBA에 이르기까지 땀흘려 노력한 과정이 담긴 영상으로, 특히 어릴
적 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언덕을 뛰어오르며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그의 모습은 농구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어떠해왔는지를 말해주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220만을 기록했다. 캠페인 런칭 전에는 케빈 듀란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25%였으나, 이후에는 10%로 감소했고, 나이키 의류 및 신
발 부문 매출이 전분기 대비 9% 상승했다.

Nike: Rise Grind Shine Again Type: Otherㅣ Agy: Translation (United States) l CD: Geoff Proud, Eduardo Peters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20&source=ppt


Challenge: 너도나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리스너(listener)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사실, 고민이라는 것은 누군가 들어
주기만 해도 상당 부분 치유가 된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NGO 단체 BRAC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에 있어서 경청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
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BRAC은 몇몇의 직원들을 불러 누가 그들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지를 묻고, 그들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말을 전해보라고 했다. 마음
속 고마운 마음을 직접 상대방에게 말로써 표시하다 보면 그 감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배가가 되는 법이다. BRAC 직원들도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다.

Results: 동영상이 페이스북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100뷰를 달성했다.

BRAC: Thank You For Listening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Bangladesh) l CD: Bidhan Sah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44&source=ppt


Challenge: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79%가 야외활동을 더 자주 원하는 가운데 부모의 59%만이 정기적으로 숲이나 공원으
로 가족 나들이를 간다고 한다. 숲속 산책로 개발 촉진 법률인 National Trails System Act의 도입 50주년을 맞이해 미국 산림 관리국(US Forest
Services)이 가족들을 타깃으로 생태탐방로 홍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비서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림 관리국의 이번 'Discover The Unsearchable' 캠페인
영상 속 어린 소녀의 질문들을 과연 AI가 답해줄 수 있을까? 구름도 낮잠을 자는지, 나무는 서로 대화를 하는지, 새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지 등등
이 궁금한 딸아이를 아빠는 직접 숲으로 데리고 가 자연을 경험하며 직접 느끼는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게끔 해준다. 영상 외에도 OOH, 디지털,
SNS 등에서 전개 중인 이번 캠페인은 캠페인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해 전국 생태탐방로들을 홍보한다.

Us Forest Services: Discover The Unsearchable
Type: Otherㅣ Agy: David&Goliath (United States) l CD: Marcelo Padoc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01&source=ppt


Challenge: 미국 오하이오주의 동물원 Columbus Zoo and Aquarium이 가족 단위 고객을 타깃으로 동물원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동물을 매개로 한 사람간
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자 아이 Urban과 여자 아이 Leah의 동물원에서 맺어진 감동어린 우정을 담아낸 영상을 제작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의 영상으로, 동물원은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다.

Columbus Zoo And Aquarium: Urban And Leah
Type: Otherㅣ Agy: Ron Foth Advertising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30&source=ppt


Challenge: 최근 설문조사 결과, 호주인 2/3가 국가적 차원에서 호기심에 대한 충분한 인지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캐논은 카메라가 호기심을 채
워주고 삶의 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매개라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이벤트로 선발된 총 3명의 참가자들이 캐논 카메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첫 번째 참가자인 72세의 아이린(Irene)은 60년 만에 고향인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 변화된 고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여행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린은 설문지에 답을 하고 여행 기간 내내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했다. 캐논은 심리학자들과 함께 아이린이 여행을 떠나기 전후를 비교했고 그 결과, 사회적 관심도와 발견에 대한 기쁨이 크게 향상됐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참가자 피터(Peter)의 경우, 자유로운 음악인 힙합을 하는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때문에 27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호주 밖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다. 자신의 삶은 늘 그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캐
논은 EOS 6D Mark II 제품을 건네고 멀리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보냈다. 처음에는 낯설고 수줍은 감정을 숨기려고 카메라를 얼굴에 갖다댔던 피터
는 카메라로 부족민의 모습을 담아가면서 카메라가 부족과 자신의 사이를 자석과도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을 느끼며 점차 부족민,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서슴없이 어울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호기심이 이끈 이번 여행으로 피터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안
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다.

Canon: Bring Your Curiosity Type: Otherㅣ Agy: Leo Burnett (Australia)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70&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Community Coffee는 수익금을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해왔다. 2016년 미국은 유난히도 이웃과 이웃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잦았다.
Community Coffee는 이제 이웃 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싶다.

Solution: Community Coffee의 입간판 안내를 따라 들어가는 텍사스 어느 길거리 빈 공간에 엽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행인들은 이 엽서에 Dear
Neighbor, 즉 사랑하는 이웃에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적어 내려갈 수 있다. 이 엽서는 부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감상하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전시해 놓는 것이다. 이곳저곳 저마다 다른 높이로 매달려 있는 엽서들은 그 자체
로도 예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 같다.

Results: 수 천명이 참가했고, TV 뉴스, 블로그, SNS 등에 캠페인이 소개됐다.

Community Coffee: Dear Neighbor Type: Online ㅣ Agy: Tm Advertising (United States)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06&source=ppt


Challenge: 코닥(Kodak)은 'moment of capture(담고 싶은 순간)'에서 'moment of share(나누고 싶은 순간)'으로 캠페인 슬로건을 바꾸기로 했다. '나눔'이 주
는 어감이 고객과의 감정적 유대감을 더 확고히 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Solution: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코닥은 두 명의 칭찬맨을 미국 전역에 파견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
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셔츠가 멋있네요, 웃음이 너무 예뻐요 등등 이들의 칭찬에 환한 미소들이 번지며 감동이 전해진다. 미국인들은 따뜻한
인간미와 웃음을 그리워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개된 캠페인으로, 코닥이라는 브랜드를 전면으로 내밀기 보다는 미국인들의 이야기
를 듣고 따뜻한 한 마디를 건네면서 진정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캠페인 홍보에는 블로그, 트위터, 투어 영상, 유튜브 등의 채
널들이 동원됐다.

Results: 언론을 통해 1억4천3백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10개 시장에서 25만 명 이상과의 인게이지먼트가 이뤄졌고 캠페인 웹사이트 방문자수가 1만2천 명
을 웃돌았다. 2주만에 트위터 팔로워 700명 이상 등을 기록하며 코닥의 분기 매출이 6% 상승했다.

Kodak: It's Time To Smile Type: Promo ㅣ Agy: Ketchum (United Stat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616&source=ppt


Challenge: 영국 학교가족어린이부(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봉사단체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대중들이 인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봉사자를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사회봉사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회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유명
배우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해 호소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립싱크하며 강렬한 연기를 펼치는 영상을 제작했다. 배우들이 영
상을 촬영하면서 사회봉사자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하는 인터뷰와 비한인드컷 등 컨텐츠를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배포해 파급효과
를 노렸다.

Results: 열흘 간 2만 여 명이 사회봉사직에 지원했고 5만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유튜브 조횟수 13만6천, 36개의 TV 기사, 80여 개의 온라인 뉴스 기사
등을 기록하며 총 4천 여 명이 캠페인을 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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