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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디어 캠페인



Challenge: 등산할 때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당황하게 된다. 요즘 스마트폰은 등산 시 나침반과 시계가 되어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주고 위험한 상황
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산 속에서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할 곳이 없다는 거다.

Solution: 슬로바키아의 이동통신사 Telekom이 산 속에 태양광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소를 만들었다. 기존에 있던 이정표에 태양광 패널
지붕을 달아 충전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등산객들을 위한 Telekom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캠페인이다.

Results: 미디어 언급이 수십 차례 있었고 수백 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SNS에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다.

Telekom: Forest Charger Type: Filmㅣ Agy: Saatchi & Saatchiㅣ CD: Jaroslav Víg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363&source=ppt


Challenge: 프랑스 파리가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새 교통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파리에 소재한 러닝화 및 러닝웨어 매장 Distance가 이를 활용한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Distance에서 판매하는 러닝화와 러닝웨어를 착용한 육상 선수들이 밤 늦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새로 설치된 구간에 나타났다. 30km/h가 넘게 움직
이는 것이 있으면 과속 카메라가 캡처할 거란 사실에 착안해 선수들이 직접 전속력으로 달렸고, 결국 카메라에 단속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Distance는
그 결과물을 매장과 길거리에 포스터로 활용하며 Distance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강조했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Distance: Outlaw Runners Type: Outdoorㅣ Agy: BETCㅣ CD: Stephan Schwar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115&source=ppt


Challenge: 마침내 넷플릭스 대표 시리즈 '종이의 집'의 최종 시리즈가 방영된다. 그런데 수개월을 기다려온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스포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만큼 허무한 게 또 있을까. SNS과 온라인에는 스포가 난무하다. 넷플릭스가 시청자들과 드라마를 스포로부터 지켜낼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최종 시리즈의 첫 화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특별 시청회가 있다며 종이의 집 열혈 팬 100명을 초대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된 곳은 비행기 안이
다. 휴대폰도 모두 압수다. 하늘로 이륙 직후 넷플릭스는 기내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종이의 집을 가장 좋아하는 팬들이자 최대 스포 유포자들이라 모셨다며
방송 시간과 일치하는 5시간을 꼬박 비행기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게 했다. 다행히 지상에 있는 수백만 시청자들은 스포 없이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비
행기 안 팬들도 마치 드라마 속 갱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 같은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Netflix: No Spoiler Heist Type: Filmㅣ Agy: Publicisㅣ CD: Alessandro Candit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992&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Jack in the Box가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인기 가수이자 배우, 이제는 틱톡 스타가 된 제이슨 데룰로(Jason Derulo)와 손잡고 'Jack and Jason' 캠페인을 런칭했다. 제이슨 데룰로는 틱톡에서
100만 명씩 팔로워가 늘 때마다 Jack in the Box의 Milli Meals 메뉴를 나름의 방식으로 푸짐하게 만들어 먹방을 하며 자축하는 영상을 포스팅하는 걸로 유명
하다. 이제 Jack in the Box와 제이슨 데룰로는 다음 번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또 늘면 Milli Meals를 만들어 먹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상 매장을 차리고 제이
슨과 잭이 함께 만든 Jack Hacks라는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버 잇츠를 통해 먼저 2주간 메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잭과 제이슨의 티키타카가 재미난 영상 세 편도 공개됐다.

Results: 유튜브에서 한 달간 'Roost Fries' 영상이 조회수 26만 뷰, 'Triple Bacon Cheesy Jack Combo'가 26만 뷰, 'Chocolate Croissant Bites'가 14만 뷰를 기
록했다.

Jack In The Box: Jack And Jason Type: Promotion&Eventㅣ Agy: David&Goliat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07&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헤이터들이 SNS에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평소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KFC지만 2020년에는 헤이터들
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Solution: 콜롬비아 KFC가 헤이터들을 KFC 편으로 만들기로 했다. Sanders Code 캠페인은 KFC 마스코트인 샌더스 대령의 이름 Sanders를 코드명처럼 바꾼
뒤, 정의 구현을 외치는 가상의 사회 운동 단체인 어나니머스 스타일로 알쏭달쏭한 코드명을 내보이며 어려운 시국에 정의를 위해 KFC 치킨을 싼 가격에 내놓
으라는 성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물론, KFC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며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Results: 캠페인 한 달 만에 KFC 앱을 통한 매출이 133% 상승했고, KFC의 브랜드 최초 상기도(T.O.M.)가 콜롬비아 시장에서 최초로 경쟁사를 제치고 1위에 올
랐다. 또한, 캠페인 첫 달에 전환율이 108% 증가했다.

KFC: Sander's Code Type: Onlineㅣ Agy: Dentsu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16&source=ppt


Challenge: 클라우드 기반 웹 제작 플랫폼 Wix가 매달 수백만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대단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물론, 플랫폼이 훌륭해서인 것도 있지
만 무한반복되는 유튜브 광고 덕도 보고 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Wix.com의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만, 유튜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 피드백 또한 수십 건에 달한다.

Solution: 이제껏 받은 가장 심한 댓글들을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 재미있고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Wix의 제품력을 강조하는 캠페인으로 승화(?)시켰
다. 유튜브에서 Wix 광고를 보느니 '부모님의 잠자리 현장을 목격하고 말겠다', '앵무새한테 패디큐어를 받겠다', '오리발을 신고 에베레스트산을 오르겠다', '태
닝 베드에서 밤새 자겠다' 등등 Wix가 받았던 가장 심한 피드백들을 모아 그에 해당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해당 상황을 테마로 한 웹스토어 제작의 예를 보여
주는 영상이 웃음을 유발한다.

Results: 6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18만 뷰를 기록했다.

Wix: Things You’d Rather Do Than Watch 
Another Wix Ad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37&source=ppt


Challenge: 포드 자동차가 자가격리 중인 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Solution: 요즘 같은 시기에 안부를 묻거나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화상통화만큼 자주 이용되는 솔루션도 없다. 심지어 생일파티나 해피아워도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착안해 포드가 운전을 영상통화와 결합했다. 브라질 포드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Fun Meetings Backgrounds를 방문하면, 줌이나 마이
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의 배경으로 포드 머스탱, 에코스포츠, 레인저 등 모델을 선택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배경화면이기
때문에 유저들은 마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회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Ford: Ford Fun Meetings Backgrounds Type: Filmㅣ Agy: GTBㅣ CD: Matheus Matsumot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07&source=ppt


Challenge: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봉쇄령으로 인해 타인과의 유대감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상실한 리스너들을 위로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스포티파이에서는 매순간 전세계적으로 3만여 명이 동일한 노래를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같은 노래를 듣고 있다는 데서 유대감을 형성시키
고자 'Listening Together'란 기능을 도입했다. 유저가 특정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 가상의 지구가 화면에 나타나 해당 곡을 동시에 듣고 있는 전세계 다른 유저
들을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나랑 똑같은 노래를 듣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다. 셀레나 고메즈, 돌리 파튼, 트로이 시반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매일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Spotify: Listening Together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36&source=ppt


Challenge: 패션브랜드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어필하기 위해 너도나도 콜라보를 하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패션브랜드 디젤(Diesel)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로 스트릿 패션 컬렉션을 새로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디젤은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와 콜라보하기 위해 타깃 오디언스가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를 찾아나섰다. 디젤이 생각하는 가장 핫한 브
랜드는 젊은이들의 줄이 가장 길게 늘어선 곳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브랜드는 다름 아닌 무스타파(Mustafa)란 사람이 운영하는 케밥집이다. 디젤은 또다른
패션브랜드와의 콜라보를 과감히 접고, 베를린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케밥집을 새 파트너로 낙점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컬렉션에는 무스타파의 얼굴과
케밥 트럭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이 프린팅됐다.

Diesel: The Ultimate Collaboration -
Diesel X Mustafa 

Type: Otherㅣ Agy: Publicisㅣ CD: Mihnea Gheorghiu, Thiago Cru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34&source=ppt


Challenge: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4년 전 소규모로 시작된 Popaganda 뮤직페스티벌이 매회 인기를 더하며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매년 전세계 인기 아티스트
들이 찾는 행사가 됐다. 주최측은 이것이 모두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한 번 증명해보임으로써 올해의 행사를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예년 같았으면 포스터, 인쇄매체, TV, PR 등으로 행사에 출연하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홍보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달랐다. 최소한의 팬들에게
만 행사 소식을 알렸고, 과연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그 구전효과를 한 번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택한 홍보 매체들이 식당에 있는 머그컵,
맥주잔 코스터, 피자박스, 냅킨 등이다. 그런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출연 아티스트 이름과 함께 '이 아티스트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 밖에 없
다. 농담 아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을 한 번 올려봐라. 그러면 페스티벌 티켓을 무료 증정한다'는 글을 적어넣었다. 출연하는 아티스트가 20팀이니 더도 덜
도 아닌 정확히 20명에게만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Results: 소셜미디어에서 페스티벌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언론 매체들도 페스티벌 소식을 다루게됐다.

Popaganda Music Festival: The Single Releas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aatchi & Saatchi

ㅣ CD: Gustav Egersted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79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