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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5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No Frills: Frill Blaster Pro

Type: Promotion&Eventㅣ Agy: John Stㅣ CD: Jess Willis

Challenge: 캐나다의 슈퍼마켓 체인 No Frills는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위해 몇 해 전부터 No Frills Aisles of Glory: Legends of the Haul라는 슈퍼마켓 배경의
8비트 게임을 해마다 선보이고 있다. 올해도 새로운 업데이트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려고 한다.
Solution: 바나나는 No Frills의 저렴한 신선식품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올해는 이 바나나를 게임에 활용하기로 했다. 컴퓨터 게임 콘텐츠만 공개한 것이 아니
라 직접 8비트 게임을 복고풍으로 즐길 수 있도록 80년대 스타일의 작은 맥킨토시 컴퓨터와 컨트롤러 같은 하드웨어까지 제작했는데 다름 아닌 바나나가 컨
트롤러 버튼의 역할을 한다. 컴퓨터와 연결된 바나나를 누르면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다. The Frill Blaster Pro라고 명명한 이번 게임 하드웨어는 홍보를 위해
틱톡과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유명 게이밍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했다.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과 쇼핑 포인트가 주어진다. 새롭게 도입된 캐릭터 모드는 No Frills 영수증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이 공개된 지 1주 만에 155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hevrolet: Apple Pie Hot Dog

Type: Promotion&Eventㅣ Agy: McCannㅣ CD: -

Challenge: 자동차 브랜드 쉐보레가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MLB at Field of Dreams Game(MLB 꿈의 구장 시리즈) 시즌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
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975년, 쉐보레는 TVC 영상에서 '야구, 핫도그, 애플파이, 쉐보레는 함께 간다'는 가사의 노래를 유행시켰다. 이제 쉐보레는 이 가사를 실현하기로 하
고 유명 셰프 가이 피에리의 도움으로 핫도그와 애플파이를 결합한 신메뉴 '애플파이핫도그'를 만들었다.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이 피에리가
설명한 영상도 공개했다. 쉐보레는 꿈의 구장 시리즈에 직접 신메뉴를 들고 나가 야구팬들이 야구장에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Klarna: Get What I Love

Type: Filmㅣ Agy: BRINGㅣ CD: Chester Buchanan, Entropico

Challenge: 호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 시장에 새로 진출한 Klarna가 인지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락다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스트리밍 뮤직 수요와 뮤직 비디오 시청률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배경에 착안해 온라인 쇼핑, 음악, 뮤
직 비디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간 영상을 제작했다. 뮤직 비디오 형식의 'Get What I Love'란 제목의 브랜디드 콘텐츠에는 호주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
와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해 직접 만든 코믹한 노래들을 부르며 락다운 기간에 호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픈 현실들을 보여준다.
Results: 총 노출수 3,100만, 동영상 조회수 2,330만, 앱 다운로드 수 19% 증가, 브랜드 인지도 2배 증가 등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Delta Faucet: Unexpected Power Of Change

Type: Filmㅣ Agy: Barkleyㅣ CD: -

Challenge: 수전 브랜드 Delta Faucet이 일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할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팬데믹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진 요즘, 혁신적 디자인의 Delta Faucet 수전이 욕실과 주방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설거지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들들이 편리한 수전 덕에 앞장서서 설거지를 즐겨 한다. 또 양치를 시켜주면 뒷정리는 모두 엄마 몫이었
는데 이제는 어린 딸아이가 샤워기처럼 호스가 달린 세면대 수전을 이용해 스스로 세면대를 깨끗이 닦는다. 심지어는 목욕을 싫어하던 반려동물까지 수전을
보더니 목욕을 자처한다. 부모와 집사들에게는 상상만 해도 흐뭇한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Results: 한 달만에 유튜브 조회수 94만과 42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Line Man: Line Man Food Hero

Type: Filmㅣ Agy: Rabbit Digital Groupㅣ CD: -

Challenge: 태국의 음식 배달 앱 LINE MAN이 사업 확장을 목표로 브랜드의 음식에 대한 전문성, 다양성, 배달 서비스 등의 인지도 향상을 꾀할 캠페인을 런칭
하려고 한다. 태국인들의 식문화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태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LINE MAN은 그중 유일한 태국 스타트업
으로 전국 30만 개 이상 식당의 음식을 무료로 배달하고, LINE MAN 고객 전용 특별 메뉴도 제공한다. 새로 런칭할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특장점들을 강조하고
자 한다.
Solution: 'LINE MAN FOOD HERO(라인맨 푸드 히어로)'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SNS의 유명 음식 리뷰어 두 명이 LINE MAN 슈
퍼히어로가 되어 전국을 종횡무진하며 태국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달한다. 이들에게는 미디어 실제 후기, 무료 배달, 30만 개 레스토랑, 특별 메뉴, 할인,
LINE 미니 앱 등 LINE MAN을 대표하는 총 6가지의 특장점을 초능력으로 갖고 있다. 코믹한 연기를 가미한 파워레인저급 영상이 재미를 선사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48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Gomo: Date Night, Couple

Type: Filmㅣ Agy: Bear Meets Eagle On Fireㅣ CD: -

Challenge: 호주에서 새롭게 런칭한 모바일 통신사 GoMo Mobile이 대형 통신사와 달리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Mobile without the hoo-ha'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하며 두 개의 TVC 영상을 공개했다. 'Date Night'란 제목의 영상에서는 데이트 중인 여자
가 남자의 입, 코, 그리고 머리카락을 하나씩 떼내면서 GoMo는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마
음에 든다고 말한다. 영상은 절대 호러가 아니다. 눈과 귀만 남은 채로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한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아주 만족스러워 한다. 통신사
에 의한 일방적인 상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통신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전한 캠페인이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2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abify: Healthcare Clap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Challenge: 스페인의 승차 공유 서비스 Cabify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서비스 'Cabify for Heroes'를 런칭하며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의료진들을 태울 Cabify 차량 20대의 지붕에 '의료진이 타고 있으니 힘찬 박수를 보내달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넣었다. 그래서 각자 집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시민들이 해당 차량들이 지나갈 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1천 명 이상의 의료진을 태우고 6천 킬로미
터를 운행했다.

Results: 2,200유로의 비용으로 80만 유로의 홍보 효과를 거뒀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가 40% 향상되면서 캠페인 런칭 전주 대비 승차율이 400%나
상승했다. 스페인 인구의 80% 이상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자세히보기

Webtoon: Freaking Romance

Type: Filmㅣ Agy: Fred & Faridㅣ CD: Chelsea Steiger

Challenge: 웹툰(Webtoon)의 미국 시장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영화배우 알리아 쇼캣(Alia Shawkat)이 만질 수 없는 어떤 남자에 강박관념처럼 사로잡혀 독백을 이어간다. 보이지 않는 그 때문에 여러 상태의 고통
과 궁금증에 갇힌 알리아 쇼캣은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고는 있을까 궁금하다. 이 기묘한 내용의 캠페인 영상은 어떤 여자가 새로 이사
간 집이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매력적인 유령이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유령을 쫓아내지 않고 유령과 사랑에 빠진다는 플롯의 인기 웹툰
'Freaking Romance'를 바탕으로 했다.
Results: 한 주간 유튜브 조회수 53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U.S. Air Force: Million Piece Mission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GSD&Mㅣ CD: -

Challenge: 미국 공군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군에 대한 친근감과 2016년에 개관한 미국 국립 공군 박물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군 채용 기회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자가격리 기간에 퍼즐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전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상 멀티플레이어 퍼즐을 만들었다. 'Million
Piece Mission'이라는 이름의 이 퍼즐은 말 그대로 총 100만 피스짜리 퍼즐로 미국 국립 공군 박물관 4관의 1.03 기가픽셀 이미지를 맞추는 게임이다. 퍼즐 입
장과 동시에 해당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커서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자 또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퍼즐의 한 섹션을 완성할 수 있으며 친구 초대가 가능하다. 규모가 방대한 게임이기 때문에 수천 개의 개별 타일 룸으로 입장해 게임에 임
하게 되며, 참가자들은 각 룸에서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한다. 미 공군에서 바라는 인재상인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고, 독립적이며,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에서의 커리어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자세히보기

Nurofen: What The @*!$?

Type: Direct MarketingㅣAgy: McCannㅣCD: Rob Webster, Alexei Berwitz

Challenge: 진통제 Nurofen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사람들은 통증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순간 욕을 내뱉는다. 욕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진통제 브랜드로서 호기심이 발동한
Nurofen은 전문가들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보기로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차디찬 얼음물 속에 손을 집어 넣었고, 통증을 느끼자 너 나 할 것 없이 욕을 내뱉
었다. 그 다음, 과학자, 사전편찬자들이 실험참가자들과 모여 욕을 대체할 신조어 두 개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감정을 충분히 발산하고 재미
있기까지 한 표현들이다. 이제, 실험참가자들은 다시 얼음 냉수에 손을 담그고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졌을 때 신조어를 발음해봤다. 결과
는? 욕만큼 통증을 순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효과는 없었다. 원래 존재했던 입에 착착 들러붙는 욕이 효과가 있었다. Nurofen은 재미난 이번 실험을 통해
Nurofen을 복용하기까지 가장 효능 있는 통증 완화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줬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