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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디어 캠페인



Challenge: 럼 브랜드 바카디(Bacardi)는 그동안 SNS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콘텐츠 인게이지먼트를 높여 캠페인 슬로건 'Do What Moves You'를 몸으로, 그리
고 감성적으로 실현하는 혁신적인 캠페인들을 전개해왔다. 뮤직 페스티벌 시즌인 여름철을 맞아 이번에도 음악을 테마로 하여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유저들 사이에서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에는 동영상 시청 중 숫자 키보드를 누르면 앞으로 감기되는 기능이 있다. 가령, 1을 누르면
10%만큼, 5를 누르면 50%만큼 앞으로 감기된다. 바카디가 이 기능을 활용한 'The Beat Machine'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첫 공개
한 Major Lazer와 Anitta의 'Make It Hot'이란 곡의 뮤직비디오는 1부터 10까지의 키보드를 이용해 유저가 직접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편집하고 디제잉할 수
있다.

Results: 'Make It Hot'의 음악 차트 순위가 상승 중이다.

Bacardi: The Beat Machine Type: Onlineㅣ Agy: BBDO l CD: David Lubars, Greg Hahn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84&source=ppt


Challenge: P20 프로의 출시를 앞둔 화웨이가 마찬가지로 출시가 임박한 아이폰 Xs 및 Xs 맥스를 견제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이폰 Xs와 Xs 맥스 출시일, 싱가포르와 런던 애플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긴 줄에 서 있다. 그곳에서 화웨이가 시원한 주스를 마시라고 무료
주스 트럭을 운행하고, 배터리가 동나고 있을 핸드폰을 충전하라고 충전기까지 배포했다. 어찌된 일일까? 아이폰 신제품의 패터리 수명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화웨이는 화웨이 슈퍼차지 충전기 200개를 애플 매장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배터리 성능이 훨씬 뛰어난 P20 프로를 간접 홍보한
셈이다. 또한, 사과가 일도 들어가지 않은(No traces of Apple) 신선한 과일 주스를 제공하고, 'Huawei JU%CE that lasts'라고 주스컵에 적어 넣어 은근히 경쟁
사와 경쟁사 신제품을 디스했다.

Results: 영리한 마케팅 캠페인 덕일 수 있다. 최근,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추월했다.

Huawei: Juice That Lasts Type: Outdoorㅣ Agy: -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00&source=ppt


Challenge: 러시아 광고대행사 Jekyll & Hyde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패키징 아트 디렉터를 뽑는다. 보다 많은 패키징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 공고를 내고 싶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Solution: 식품 패키징 컨셉을 개발한 뒤, 러시아어로 채용 공고 내용이 적힌 라벨을 붙여 거의 모든 패키징 디자이너들이 구독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
키징 자원 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렸다. 러시아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깃 오디언스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Results: 수천 명의 디자이너들이 확인했고, 에이전시는 수십 장의 이력서와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를 받았다.

Jekyll & Hyde: How We Found 
Our Art-Director

Type: Onlineㅣ Agy: Jekyll & Hyde l CD: Mikhail Rakov, 
Artiom Gelvez Kostenko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72&source=ppt


Challenge: 항공사들이 수하물 무게 초과 요금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무게가 초과해 남들 보는 앞
에서 짐을 다시 풀고 싸느라 진땀을 뺀다. 업계 최고의 초경량 캐리어를 생산하고 있는 샘소나이트가 항공사 이용객들의 이러한 굴욕적 순간을 없애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한다.

Solution: 누구나 캐리어에 이름표를 단다. 그런데 샘소나이트가 개발한 Weight Tag는 캐리어에 부착했을 때 이름표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울의 역할
도 한다. Weight Tag를 손으로 들었을 때 만약 태그가 찢어진다면, 그 짐은 최대 허용치인 23kg을 초과하므로 미리 집에서 짐을 덜 수 있다. 찢어지지 않는다
면 23kg 이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항에 가져갈 수 있다. 샘소나이트는 매장, 공항, 잡지 등을 통해 Weight Tag를 무료 배포 중이다.

Results: 심플하지만 우아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Weight Tag는 미국,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Samsonite: Weight Tag Type: Direct Maketingㅣ Agy: AC mcgarrybowen l CD: Jesús Paredes, Ismael Mora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6&source=ppt


Challenge: 4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됐다. 2018년에 스웨덴에서 부과된 총 주차위반 과태료가 5천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스톡홀름은
이미 그 금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스톡홀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오디오 판매 매장 Pause를 찾는 고객들 가운데에도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는 사람들이 많다.

Solution: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운드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할 수 있
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인일 것이다. 그래서 Pause는 주차위반 딱지를 갖고 매장을 방문해 프로모션 중인 스피커 상품을 구매하면, 부과된 주
차료만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차위반 딱지가 곧 상품권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Pause Ljud & Bild: The Pause Ticket Type: Outdoorㅣ Agy: Backroad l CD: -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74&source=ppt


Challenge: 미국 전국에 5만 개 이상의 수수료 없는 ATM을 운영하고 있는 160년 전통의 은행 Fifth Third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수수료 면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해마다 여름이면 미국 케이블 방송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은 무더운 여름에 상어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을 타깃으로 '상어 주간(Shark
Week)'라고 해서 상어와 관련한 TV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방영한다. Fifth Third 은행이 상어 주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 방영할 TVC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모큐멘터리 영상으로, Fee Shark라고 하여 일반적인 상어와 달리 육지에서만 사는 상어가 사람들이 ATM으로 거래를 하기만 하면 별안
간 나타나 수수료(fee)라는 무기로 무섭게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Fee Shark의 공격에서 생존한 해양생물학자, 서퍼, 어부 등이 인터뷰를 통해 Fee
Shark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어부는 드디어 자신이 Fifth Third의 ATM으로 은행거래를 하자 마침내 Fee Shark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큰 재미를 선사하는 이 캠페인 영상은 디스커버리 채널 외에도 Discovery Go 앱, Discovery 스냅챗쇼, 은행의 SNS 채널, 유튜트 채널 등에
서 공개됐다.

Fifth Third Bank: Beware The Fee Shark Type: Otherㅣ Agy: Pereira & O'Dell (united States) l CD: Kyle Jon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32&source=ppt


Challenge: 포르투갈에서는 매해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과
운동부족에서 오는 갖가지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다.

Solution: 애견 사료 브랜드 로열 캐닌(Royal Canin)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로열 캐닌은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곳인 약국에 독특한 약들을 공급했다. 우울증, 고혈압, 당뇨, 알러지, 불면증 등 현대인들이 자주 앓는 총 5가지의 질환의 치료제들이다. 케이스에는 도파민 수
치 상승으로 인한 행복감 향상, 심장 보호, 뼈 및 근육 기능 강화,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각 약을 복용했을 때의 개선점들도 나열돼 있다. 해당 증상을
호소하며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약사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해당 약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무료 샘플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 유기
견들이다. 결국, 약에 적혀 있던 개선점들은 반려견을 키울 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었다. 몰래카메라 형식의 이번 캠페인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Results: 온오프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50만 유로의 언론 홍보 효과를 기록했다. 아울러, 유기견 센터 방문율이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Royal Canin: The Furmacy Type: Onlineㅣ Agy: FCB l CD: Edson Athayde e Luis Silva Dia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845&source=ppt


Challenge: 체코의 보험사 Ceska Pojistovna가 애완동물 보험 판매 제고를 목표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한다.

Solution: 애완동물 보험이니만큼 애완동물에게 세일즈를 맡기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렸다. 사람말을 가장 잘 따라하는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가 보험 판매 직
원으로 낙점됐다. 할리웃에서 25년 간 동물 조련을 해온 전문가가 3개월 간 '애완동물 보험'이라는 두 단어의 말을 하도록 훈련시켰고, 마침내 기술을 마스터
한 앵무새는 전국 주요 펫샵을 돌며 '애완동물 보험'을 외쳤다. 어엿한 보험사 직원답게 보험사 홈페이지가 화면에 보이는 태블릿 PC가 장착된 사무실, 아니 새
장까지 갖춘 앵무새는 펫샵을 찾은 손님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켰다.

Results: 쳐음 한 달만에 경쟁사 판매실적을 누르는 성과를 거뒀다.

Ceska Pojistovna: Parrot Type: Onlineㅣ Agy: Young & Rubicam l CD: Dora Pruzincova, Atila Martin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769&source=ppt


Challenge: 방글라데시 인구의 70% 이상이 시골의 판자촌에서 살고 있다.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철이 되면 판자촌에서의 생활은 더욱 견디기 어렵지
만 실내 온도를 낮춰줄만한 자원이 없다.

Solution: 지역의 영세사업가들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Grameen Intel Social Business가 세계 최초로 전기가 없이도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Eco-Cooler를 제작했다. 재활용 페트병들을 반으로 자른 뒤, 뚜껑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동그라미들을 뚫어놓은 네모난 판에 끼워넣는다. 바람이 불어 페트
병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뚜껑 부분을 통과하며 압력을 받아 바람이 시원해진다. 이 판을 판자집의 창문에 설치해 놓으면 실내 공기가 최대 5도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Grameen Intel Social Business: Eco-Cooler Type: Direct Maketingㅣ Agy: Grey l CD: Jaiyyanul Huq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819&source=ppt


Challenge: 캐나다 몬트리얼의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예방단체 Suicide Action Montreal이 운영하는 핫라인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TV, 라디오 등에 갑자기 개입해 프로그램을 중단시켜보았다. 10개의 인기 TV 프로그램이 한창 방송중일 때 약 15초 간 프
로그램을 중지시켰다. 당황해하는 시청자들에게 잠시 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렇게 끝나버려도 당황스러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갑자기 끝나버
린다면 어떨까'하는 질문을 던졌다. 라디오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시간에 맞춰 노래를 중단시켜버렸다.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노래가 다시 재개되어 끝난 다음에는 라디오 진행자가 Suicide Action Montreal의 핫라인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다.

Results: 타깃 오디언스의 80%가 캠페인을 접했고, 인지도가 60% 제고됐다. 특히, 핫라인 전화 수신율이 35% 증가했다.

Suicide Action Montreal: Suicide Action Montreal Type: Radioㅣ Agy: Sid Lee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07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