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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캠페인



Challenge: 스위스 양말 브랜드 Dilly Socks가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특가 판매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자 틱톡에서 #DillyGallopChallenge 캠페인을 런칭했다.
Dilly Socks 양말을 두 손과 두 발에 신고 마치 말처럼 뛰어다니는 챌린지다.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알록달록 감각 있는 디자인의 Dilly Socks를 손과 발에 착용
하고는 말처럼 우는 흉내를 내고, 주차장이건 길거리건 앞마당이건 말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는 틱톡 영상들을 공개하며 유저들의 챌린지 동참을 이끌어냈다.

Results: 틱톡에서 캠페인 영상의 노출횟수가 350만을 기록했고, DillySocks의 틱톡 계정에서 오가닉 뷰 140만 뷰, 캠페인 총 누적 조회수 230만 뷰 등을 기록
했다.

DillySocks: #DillyGallopChallenge Type: Promotion&Eventㅣ Agy: Serviceplanㅣ CD: Michael Kath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50&source=ppt


Challenge: 사탕 브랜드 Jolly Rancher이 Z 세대를 겨냥해 디지털 및 SNS용 캠페인 영상을 새롭게 제작한다.

Solution: 브랜드 이름 Jolly Rancher는 활발하고 쾌활한 목장주인이란 뜻이다. 이번 새 캠페인은 이름에 충실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영상 속 목장주인은 카
우보이 옷을 입고 말 대신 Jolly Rancher 캔디 위에 올라탄다. 그만큼 아주 아주 작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차다. 카우보이 스피릿 충만하게 Jolly Rancher
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외치고, 그래서 무료한 사람들의 입안을 달콤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만, 그 덕에 사탕껍질이 벗겨져나가 튕겨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곳
에 착륙해도 여전히 기백을 잃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이든 카우보이도 날뛰게 만들 만큼 달콤한 Jolly Rancher의 맛의 힘인가?.

Results: 'Fish Tank' 영상은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15만 뷰를 기록했다.

Jolly Rancher: Fish Tank, Ceiling Fan, Road Trip Type: Onlineㅣ Agy: Erich & Kallmanㅣ CD: Stacie Lars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81&source=ppt


Challenge: 세계 맥주의 날(International Beer Day)을 맞아 콜롬비아 맥주 브랜드 Aguila Beer가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세계 맥주의 날이건만 아직까지 공식 깃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맥주를 기리는 흰색과 노란색의 공식 맥주기(Official
Flag of Beer)를 제작했다. 맥주팬이라면 Aguila Beer 홈페이지를 방문해 맥주를 생각나게 하는 이 공식 맥주기의 디지털 버전에 맥주를 마시며 세계 맥주의 날
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를 캡처해 SNS에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Results: 코로나,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벡스, 필센 등등 여러 맥주 브랜드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AB Inbev/Cerveza Aguila: The Beer Flag Type: Promotion&Eventㅣ Agy: MullenLow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50&source=ppt


Challenge: 도미노피자가 영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브랜드 홍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Xbox 게임 쇼케이스를 하면서 Halo Infinite를 최초 공개했다. 당시 많은 팬들이 차세대 Halo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에 실망
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영국 도미노피자 트위터 계정에 'Don't worry Chief, Domino's always delivers(치프(헤일로 주인공 이름) 걱정 말아요. 도미노는 절대 실
망시키지 않아요) #HaloInfinite'라는 텍스트와 함께 페페로니 피자의 절반은 멀쩡한 비주얼로 '현재 세대', 나머지 절반은 픽셀이 다 깨진 이미지로 '차세대?'라
고 캡션을 넣은 깜짝 포스팅을 올렸다. 헤일로 신작의 그래픽 퀄리티를 은근히 비꼬며 헤일로 팬들의 웃음을 유발한 포스팅이었다.

Results: 포스팅된 지 몇 시간 만에 트위터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Domino's: #HaloInfinity Type: Onlineㅣ Agy: VCC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19&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외식보다 배달 음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정마다 저녁 메뉴로 뭘 시켜먹어야 할지를 두고 늘 의견이 오간다. 파
파이스는 미국인들이 흔히 저녁 메뉴로 주문하는 피자 대신 파파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Solution: 식구들끼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저녁메뉴를 의논하는 일이 잦다는 사실에 착안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자동완성 기능을 교묘히 활용했다. 먼저, 캠
페인 참가자들은 식구들의 휴대폰이 잠김 상태가 아닐 때 살짝 빌려서 설정에 들어가 'pizza(피자)'란 단어가 입력될 때마다 'Popeyes instead of pizza(피자 말
고 파파이스)'가 자동완성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실제로 메뉴 선택과 관련해서 가족들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Popeyes
instead of pizza'가 뜨게 되면, 캡처로 증거를 확보해 파파이스에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보낸다. 그러면, 다음 번 파파이스 주문 시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Popeyes: #LoveThatAutocorrect Type: Promotion&Eventㅣ Agy: GU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23&source=ppt


Challenge: 인신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 현재 피해자 수는 2,100만에 달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있어 처
음 실종된 장소만 수색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Solution: 브라질의 NGO 단체 Ana Paula Moreno Institute가 실종자 찾기를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FindHope라는 제목의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계
인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캠페인 플랫폼으로 선택했다.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시상식 등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에
관련 트렌딩 해시태그를 이용해 실종자들의 사진을 올렸다. 따라서, 해당 해시태그로 행사 사진을 검색한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실종자 사진에도 노출이 될 수
밖에 없고, 실종자를 찾을 확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Ana Paula Moreno Institute: #FindHop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Imparㅣ CD: Laura Azeved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32&source=ppt


Challenge: 광고에이전시 ArtClass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희망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Solution: 자가격리 시간을 창조적 활동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ArtQuarantined이란 타이틀의 SNS 캠페인은 팔로워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예술작품 만들기 챌
린지다. 작품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된다.

Results: 불과 며칠 만에 노출횟수가 각 포스팅당 5만 회를 기록했다.

ArtClass: ArtQuarantined Type: Promotion&Eventㅣ Agy: ArtClas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17&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인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제대로 된 손씻기다. 간단하지만 최선의 예방책임에 분명하다. 이에 광
고 에이전시 SS+K가 제대로 된 손씻기의 생활화를 홍보하려고 한다.

Solution: 산양유 비누 브랜드 Beekman1802와 손잡고 트위터와 인스터그램에 공익광고 계정을 개설해 Time to Wash Hands(손씻을 시간) 챌린지를 진행했
다. 유명 방송인 케이티 큐릭 등 인플루언서들이 20초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동영상을 공유하며 캠페인 메시지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인들도
손씻는 동영상을 올려 이번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 우리의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운동이 될 것이다.

SS + K: Time To Wash Hand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S + 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02&source=ppt


Challenge: 스위스 국제항공(Swiss International Airline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항로 네트워크와 직항을 홍보하고
자 한다.

Solution: 전세계 1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적합한 캠페인 플랫폼으로 판단, 세계 최초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항공편 예약 서비스 캠
페인을 런칭했다.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스위스와 관련된 행사, 예를 들어 제네바 모터쇼를 검색하면 관련 이미지들이 뜨는데, 이 때 유저가 임의의 이미지
를 터치하면 스위스 국제항공 예약 서비스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각 나라에서 제네바로 갈 수 있는 스위스 국제항공 항공편 안내와 함께 예약 가능한 좌석
까지 이미지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예약까지도 인스타그램 내에서 해결된다.

Results: 모바일 예약 페이지 상에서의 티켓 판매율이 16%, 페이지 임프레션은 38%,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59% 증가했다.

Swiss International Airlines: Instagram 
Takeover 

Type: Onlineㅣ Agy: Plan.net, Serviceplanㅣ CD: Matthijs Mej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417&source=ppt


Challenge: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동물원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SNS를 활용한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동물원 소셜미디어 마케팅팀을 일부러 예산들여 꾸리지 않고 소셜미디어 마케팅팀장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내부에서 찾았다. 바로, 사자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몸집보다 수십배는 더 큰 동물들에게도 덤비는 배짱을 가진 오소리다. 이 오소리가 라이브로 트위터를 하며 요하네스버그 동물원에 대
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소리 우리에 6개의 모션센서를 설치, 오소리가 지나가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맞춰 미리 작성해 놓은 위트
넘치는 트윗을 오소리의 움직임에 따라 전송하고 있는 것.

Results: 몇 주만에 1만 1천 명의 트위터 팔로어가 생겨날만큼 온오프라인에서 큰 선풍을 일으켰다. 천 달러도 안되는 예산으로 남아공에서만 1천6백만 란드,
전세계적으로는 1천5백만 달러의 언드미디어 효과를 거두었다. 전세계 8억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동물원 방문객이 4.5% 증가했고 2013년도 요하네스버그 관
광지 10위 안에 랭크됐다.

Johannesburg Zoo: BG 
Type: Onlineㅣ Agy: HelloComputerㅣ CD: Eras Gous, Moira-Gene 

Sephton Gou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1037&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