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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Challenge: 샤오미가 인도에서 피트니스 밴드 Mi Band- HRX Edition을 런칭하며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운동선수들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역동적인 장면들이 인상적인 'Start What You Can't Stop'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선수들의 얼굴은 인도의 지도를, 얼굴 위를 흐르는 굵은 땀방울은 방대한 나라를 가로질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는 선수들의
노력을 상징한다. 비록 산, 사막, 해변, 정글 등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들의 목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은 인간이라 가능한 것
이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인도의 유명 배우 리틱 로샨이 마지막 인물로 등장해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한편, 샤오미는 캠페인 웹
사이트에 15가지 챌린지 영상을 올려, 이중에 가능한 액티비티를 따라한 영상을 찍어 제출한 참가자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Mi Band - HRX
Edition을 증정한다.

Results: 영상 공개 2주 만에 페이스북에서 조회수 270만을 기록했다.

Mi Band HRX: #StartWhatYouCantStop Type: Otherㅣ Agy: TBWA (India) l CD: Ashit Ghelan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25&source=ppt


Challenge: 코코넛으로 만든 유기농 데오드란트 Kopari가 알루미늄 성분의 기존 데오드란트와는 차별화된 100% 식물 기반 제품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런
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겨드랑이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데오드란트 제품들이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Kopari의 'The Truth Stinks' 캠페인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선포한다. TV와 온라인용으로 제작된 영상은 여
성들이 화학성분 가득한 데오드란트를 겨드랑이에 뿌리며 '서서히 내 몸 안에 흡수된 알루미늄으로 오늘 하루도 뽀송뽀송!'이라고 말하며 자조 섞
인 유머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데오드란트 광고를 패러디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방암 인식의 달에 런칭돼, 해당 기간에 Kopari
데오드란트 한 개가 판매될 때마다 1달러를 유방암 연구에 기부한다.

Kopari: The Truth Stinks Type: Otherㅣ Agy: Humanaut (United States) l CD: Carrie Warren, 
Albert Breitwies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25&source=ppt


Challenge: 아식스가 이소룡 스타일에서 착안해 동서양의 만남을 테마로 한 'Welcome to the Dojo' 컬렉션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며 이를 홍보할 캠
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신발 멀티샵 풋락커(Foot Locker)와 공동으로 'The Sun and The Snake'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했다. 아식스 스니커즈 팬인 젊은 사무라이
가 자신의 도둑 맞은 신발을 찾아 원치 않는 모험을 떠나고 마침내 신비스런 Rising Sun Dojo에 도착해 신발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실력을 발휘하고 사부님과 관련된 비밀을 알아낸다는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이다. 도둑 맞은 아식스 신발을 되찾음과 동시에 또다른 아식스 신
상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마는 신세대 힙합 사무라이의 목소리는 슈퍼모델 겸 사업가 루카 사밧(Luka Sabbat)이 연기했고, 그외 등장 캐릭터의 성
우를 래퍼 Princess Nokia, YFN Lucci 등이 맡았다.

Asics: The Sun And The Snake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States) l CD: Dan Luc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55&source=ppt


Challenge: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슈퍼마켓 체인 Longo's는 매년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 Lobsterfest라는 랍스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8년에도 Lobsterfest
를 진행하며 프로모션 캠페인을 새롭게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버지의 날이다. 아버지들은 랍스터를 좋아한다. 랍스터는 녹인 버터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기계를 좋아한다. 그래서
Longo's가 버터를 즉석에서 녹여주는 기계 Butter Fountain을 제작했다. 초콜릿을 녹이는 퐁듀기계에서 착안해 퐁듀기계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따끈따끈한 버터에 랍스터를 곧바로 찍어먹으면 맛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물론, 하얀색 버터가 마구 흘러내리는 모습에
맛있기는 커녕 느끼함이 더 강하게 와닿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하다. 그래서인지 판매는 하지 않고, 행사 기간에 SNS로 Longo's의 아버지의 날 이벤
트에 참가하는 유저들 중 일등에게만 랍스터와 더불어 증정할 예정이다.

Longo’s Markets: Butter Fountain Type: Otherㅣ Agy: Conflict (Canada) l CD: Niall Kell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03&source=ppt


Challenge: 허쉬 초콜릿이 브라질 인터넷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Solution: 90년대 브라질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루이스 카를로스의 노래 'Cheia de Manias'에 주목했다. 브라질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노래의 후렴구를 영어로 해석하면 'Hold this bar'로, '자리를 지키다', '끈질기게 버티다' 등의 뜻이 있다. 그리고 허쉬 초콜릿 입장에서 문자 그대
로 보면 '초콜릿 바를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뜻도 된다. 이에 착안해 허쉬는 90년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Cheia de Manias의 뮤직비디오를 제
작했다. 곡은 요즘 유행하는 레게톤 장르로 편곡했다. 원곡을 부른 루이스 카를로스가 직접 리바이벌했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후렴구에서 허
쉬 초콜릿를 붙들고 있는 재미난 모습도 보여준다. 허쉬는 대형 허쉬 초콜릿바를 제작해 루이스 카를로스의 친필 편지와 함께 언론과 SNS 인플루
언서들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허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누가 더 오래 바(bar)를 붙들고 있는지를 가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컴퓨터
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바(bar)는 스페이스바(spacebar)다. 네티즌들은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미있는 다양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즐기며 스페이
스바를 계속해서 누르면 시간이 측정된다. 가장 오래 스페이스바를 누른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

Results: 뮤직비디오 관련 100개 이상의 UGC가 제작됐고,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간이 총 3.8년으로 집계됐다. 또, 캠페인 기간 동안 브랜
드 인지도가 38% 상승했다.

Hershey's Chocolates: Hold The Bar Type: Otherㅣ Agy: Aktuellmix (Brazil) l CD: Adriano Pan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395&source=ppt


Challenge: 따뜻한 봄날과 곧이어 다가올 무더운 여름철이면 바의 테라스에서 음료를 즐기는 유럽인들이 많다. 프리미엄 토닉워터 브랜드 토마스 헨리
(Thomas Henry)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의 고객들이 테라스에 앉을 때에는 동행한 친구만 따라오는 게 아니다. 원치 않
는 불청객도 따라 온다. 바로 모기다.

Solution: 토닉워터에는 키니닌(quinine)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모기 퇴치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에 밀라노의 바를 찾는 손님들에게 토마스 헨리
토닉워터와 함께 스프레이를 제공했다. 토닉워터를 마신 후, 병에 음료가 남았을 때 스프레이를 병마개 부분에 끼워 주변에 뿌려주면, 즉석에서
모기 퇴치제가 만들어진다.

Thomas Henry: Mosquitonic Type: DMㅣ Agy: BBDO (Italy) l CD: Pas Frezza, Luca Iannucc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219&source=ppt


Challenge: 쉐보레 픽업트럭이 100주년을 맞아 쉐보레 픽업트럭과 운전자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트럭은 쉐보레 문화의 일부일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하나다. 지난 100년간, 쉐보레는 각계 각층의 미국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튼튼한 트럭을
8,500만대 이상 생산했고, 미국의 고속도로와 기념비, 학교, 댐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됐다. 그러한 쉐보레 트럭의 지난 1세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의 1세기를 기대하기 위해 쉐보레 픽업트럭 운전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트럭 5대 중 1대가 텍사스에서 판매된다.
쉐보레는 텍사스에서 쉐보레 픽업트럭을 모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픽업트럭을 어떤 애칭으로 부르는지도 들어보고, 쉐보레 픽업트럭의 100
세 생일이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도 기대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단호하게 '예스'다. 쉐보레 픽업트럭
운전자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인터뷰 외에도 쉐보레의 옛날 TV 광고 영상들을 공개한 캠페인 영상과 과거의 브로셔와 현재의 브로셔
를 비교한 잡지 삽입광고를 제작해, 100년 간 변하지 않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Chevrolet: Centennial Campaign Type: Other  ㅣ Agy: Commonwealth/McCannㅣ CD: Kathy Speck, Andy Ozar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704&source=ppt


Challenge: 3M 다용도 강력 덕테이프의 성능을 알리는 OOH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끈질기게 달라붙는 접착력을 생각하면 히트곡만큼 강력하게 머릿속과 입술에 달라붙는 것도 없다. 여기에 착안한 3M은 홍콩 길거리에 보기만 해
도 멜로디가 절로 생각나는 노래 가사를 옥외광고대 위에 3M 덕테이프로 만들어 붙였다. 마까레나의 '헤이 마까레나'와 'Barbie Girl'의 'I'm a
barbie girl in a barbie world' 부분만 봐도 이미 머릿속에는 해당 노래가 재생중일 것이다. 유명 테이프 아티스트가 현장에서 직접 3M 덕테이프
로 가사를 붙이며 3M 제품과 끈질긴 접착력 간의 관계가 연상되도록 했다.

3M: 3M Hong Kong Limited Type: Outdoor  ㅣ Agy: Cheil Worldwideㅣ CD: Arnab Biswa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675&source=ppt


Challenge: 폴란드의 부동산개발회사 Orco Property는 폴란드에서 가장 럭셔리한 아파트인 Libeskind's Sail의 개발을 진행 중이었으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고 각국 언론에서도 폴란드의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에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

Solution: Orco Property의 투자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첫째, 건축 재개와 관련한 폴란드 최고 행정 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둘째, 지자체와 정계의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마지막으로, 개발일정을 앞당겨 유로 2012 대회 기간 동안 바르샤바의 이
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르샤바시 당국 회의에서 사용할 프로젝트 설명서와 Q&A 자료를 제작했고, Orco 대
표와 바르샤바 시청 관계자들과의 양자 회담을 마련해 동일한 자료들을 활용했다. 또한, 건축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프로젝트 지지 공식 서한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PR 활동들을 이어갔다.

Results: 7개월 간의 PR 활동을 통해 바르샤바시 당국과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을 재개하는 데 성공했다.

Orco Property: Libeskind's Sail Type: Promo ㅣ Agy: Partner Of Promotion (Pola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404&source=ppt


Challenge: 스와치(Swatch)에서 Colorcodes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투자 대신 새로운 방식의 BTL 캠페인을 진행하여 신상품을 홍보
하고자 한다.

Solution: 시계를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손목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고 판단, 파티에서 많이들 착용하는 고무로 된 리스트밴
드에서 착안한 DM 홍보물을 제작해 파티와 나이트클럽을 찾은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신상품 모양의 리스트밴드를 배포했다. 심플한 디자인과 강
렬한 색감으로 모던하고 트렌디하면서도 스와치만의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신규 컬렉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리스트밴드를 차고 셀카를 찍어 소
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특히, 리오 카니발 축제에서도 리스트밴드를 배포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Results: 한 달 간, 수 천 명의 셀렙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손목을 장식했고, 각종 블로그와 잡지, 소셜미디어에 캠페인이 소개됐다. 4천 달러를 캠페인에 투
자해 124만4천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기록했다. 신상품은 브라질의 시계 매장들에서 판매율 3위를 기록했다.

Swatch: Wristbands Type: DM ㅣ Agy: Publicis Brasil ㅣ CD: Hugo Rodrigues, Kevin 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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