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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동영상



Challenge: 2020 UEFA 유로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도박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온라인 도박 회사 Betclic이 이때를 기회로 일반인들이 Betclic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2016년 UEFA 유로 대회에서 포트루갈 대표팀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패널티킥을 앞둔 동료에게 '어서 가서 차라.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한 말이
큰 화제가 되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Betclic이 호날두의 이 명언을 가지고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다. 틱톡을 위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에게 곡 제작을 맡겼
고, 중독성 강한 SNS용 뮤직 비디오가 완성됐다.

Results: 한 달 동안 유튜브 조회수 165만 뷰를 기록했다.

Betclic: Come Kick, You Hit Them Well Type: Filmㅣ Agy: FunnyHowㅣ CD: César Sous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01&source=ppt


Challenge: 콜게이트가 완벽을 추구하며 만든 치약 Colgate Total(콜게이트 토털)을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완벽을 추구하는 여정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캠페인 'Made for Greatness'를 런칭했다. 태국에서 첫 공개되는 캠페인 영상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전문 산악인이기도 한 Jimmy Chin(지미 친)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맨손으로 산을 오르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정
상을 향해 가며 고통에 악다문 이를 드러내는 모습과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기쁨의 환한 미소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대함이란 매일 같이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Colgate Total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했다.

Colgate: Made For Greatness Type: Filmㅣ Agy: Red Fuseㅣ CD: Alex Shipley, Troy Li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93&source=ppt


Challenge: 버드와이저가 중국에서 과일맛 신제품 ME3을 출시하며 Z세대를 타깃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The Mystical New Spark'와 'The Mystical Smile'이란 두 개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ME3를 마시고는 그 신비한 맛에 이끌려서인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을 용기내서 하는, 새로 시작하려는 연인들의 풋풋하고 가슴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타깃 오디언스가 좋아하는 트렌디 드라마 스타일로 담았
다.

Results: 틱톡과 웨이보를 중심으로 바이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총 노출횟수 21억, 클릭수 5,800만, 동영상 조회수 5,100만 등을 기록했다.

Budweiser: Truly Mystical Type: Onlineㅣ Agy: Serviceplanㅣ CD: Suo 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86&source=ppt


Challeng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umtree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개인 차원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명당 각자의 집에 평균 17개의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7개를 Gumtree에 올리면 300달러를 벌 수 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코미디언 도노반 골리앗과 그의 파트너인 바이올리니
스트 다니바 고든과 손잡고 재미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했다. 두 커플은 자가격리 기간에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사랑했던 물건들을 Gumtree에 내놓기로
한 뒤 정든 물건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90년대 R&B 스타일로 노래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Results: 동영상이 유기적인 바이럴로 24시간 만에 2만 뷰를 기록했다.

Gumtree: #PreLoved Love Songs Type: Filmㅣ Agy: Retroviralㅣ CD: Duncan Blackhurst, Bianca Pieters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82&source=ppt


Challenge: Majid Al Futtaim은 24개의 쇼핑몰, 13개 호텔, 240개 대형마켓, 318개 영화관을 운영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으로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브랜드 통합 리워드 앱 Share를 런칭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80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에게 Share
다운로드를 홍보할 수 있을까?

Solution: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가수 4명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4개로 노래하는 곡을 만들었다. 유명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았고 나눔의 중요성을 노래한 경쾌한 곡이다. 인지도 높은 가수들이 직접 출연한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돼 노래를 통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쇼핑몰
등에 설치한 인터랙티브 포스터는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주크박스가 되어 Share 주제가를 들려준다.

Results: Share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면서 100만 가입자를 유치했다. 언론 노출횟수는 총 1억9백만을 기록했다.

Share: Hala Bel Hayat Type: Filmㅣ Agy: Publicisㅣ CD: William Mathovan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38&source=ppt


Challenge: 월마트 최초의 슈퍼볼 TVC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영상 'Famous Visitors(유명한 방문자들)'에는 과거 인기 TV 드라마와 영화의 등장인물 12명이 월마트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방문자들로 등장한
다.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에서부터 엑설런트 어드벤처의 빌과 테드에 이르기까지 이들 방문자들은 우주나 과거로
부터 독특한 비행물체를 타고 월마트 주차장에 나타나 미리 주문한 물건들에 대해 월마트 직원들로부터 편리하고 친절하게 픽업서비스를 받는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2,149만 회를 기록했다.

Walmart: Famous Visitors Type: Filmㅣ Agy: Publicisㅣ CD: Peter Defries, Alan Wil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37&source=ppt


Challenge: 삼성카드 숫자 시리즈의 세 번째인 삼성카드V3는 요즘 말하는 '워라밸', 즉 워크 &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장전한 카드다. 카드 리뉴얼에 맞춰 타깃 오디언스인 직장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대한민국 직장인 10명중 7명은 워라밸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삼성카드는 정시 퇴근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일 외
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솔루션, '밸런스 마우스(Balance Mouse)'와 '밸런스 시계(Balance Clock)'를 선보였다. 6시 정각이 되면, 컴퓨터 마우
스인 밸런스 마우스가 퇴근 모드로 변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더 일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잽싸게 도망을 친다. PC로 일해야 하는 직장인이 마우스
없이는 더이상 일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다. 밸런스 시계는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 은근히 많아 집중해서 업무를 제시간에 끝
내지 못하게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됐다. 평소 일반 탁상 시계로 보이는 밸런스 시계를 동료가 잡담을 나누자고 다가오는 게 감지될 때 뒤집어
놓자. 그러면 싸이렌 모드가 되면서 파란색 싸이렌이 무음으로 돌고 'Busy Now'라는 글자가 뜬다. 다가오던 동료는 방해하기가 미안해져 돌아갈 것이다.

Results: 캠페인 영상 공개 닷새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

Samsung: Balance Mouse Type: Otherㅣ Agy: Innore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09&source=ppt


Challenge: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노르웨이에서 콘돔 판매를 위한 바이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노르웨이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영상과 포스터는 피오르드 산맥과 기막힌 경치, 전통 의상을 입은 노르웨이 사람들을 비추며 노
르웨이 관광을 홍보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어지는 메시지는 사뭇 충격적이다. 노르웨이에 오신 것은 환영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클라미디아균에 감염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다. 노르웨이는 성병 감염균인 클라미디아균 감염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므로, 세븐일레븐에서 반드시 콘돔
을 구매하라는 것이 캠페인의 메시지다.

Results: 예상대로 순식간에 SNS를 통해 바이럴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미국 토크쇼에도 캠페인이 소개됐다. 노르웨이 관광청에서는 세븐일레븐의 이번 캠페인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7-eleven: Chlamydia Goes Viral Type: Outdoorㅣ Agy: Morgenster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42&source=ppt


Challenge: 포르투갈의 에너지기업 Prio가 크리스마스 맞이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산타클로스가 썰매의 연료가 다 떨어졌다고 히치하이킹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장난으로 맞대응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들도 있었다. 황량한 도로변에서 처량하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서있는 산타를 태워준 사람들은 그에게 어딜 가냐고 물었고, 산타는 가까운 Prio 주유소를 가자
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산타는 선한 이웃들에게 고마움의 선물을 한다. 바로, 무료 주유다. 예상치 못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
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Results: 포르투갈 SNS 유저들 사이에서 캠페인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며 바이럴 영상이 됐다.

Prio Energy: What If Santa’s Sleigh Ran Out Of Ga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uppOut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970&source=ppt


Challenge: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Entourage가 노숙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통
이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5유로 지폐는 한 달에 약 1천 번이나 사람들의 손을 거쳐간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이럴 효과가 큰 매체가 아닐 수 없다. 노숙인들에게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들에게 5유로를 건네며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지폐 위에 직접 적어보라고
했다. 노숙인들은 지폐 위에 인사말을 적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다음 번에 만나면 인사를 나눠달라는 등의 메세지를 적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당장 끼
니를 해결할 수 있는 5유로가 아니라 대중들과의 소통임을 깨닫게 해주는 캠페인이다.

Entourage: Entourage UK Version Type: Onlineㅣ Agy: TBWAㅣ CD: Cédric Moutau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65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