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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을 접목한 캠페인



Challenge: 과자 브랜드 Lay's가 서브웨이, 피자헛, KFC의 대표 메뉴 맛이 나는 총 세 가지 Lay's를 신규 출시하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각 파트너 매장
에서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 세 브랜드 매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됐다. 과연 브랜드 매장 없이 각 브랜드 대표 메뉴의 맛이 나는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까?

Solution: 우버 잇츠에 가상의 매장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을 맡은 에이전시 Fitzroy에서는 서브웨이, 피자헛, KFC 등에서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용기들만 공수
해와서 Lay's를 담아 홍보물을 촬영했고 이를 우버 잇츠에 올렸다. 아예 에이전시 건물에 서브웨이, 피자헛, KFC 간판도 한꺼번에 걸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
오면 공수해온 브랜드 용기에다 맛별로 Lay's를 담아 우버 잇츠를 통해 한정 기간 동안 배달 판매했다.

Results: 이틀 만에 품절을 기록했고, 우버 잇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레스토랑으로는 최초로 별점 5점을 받았다.

Lay's: Lay’s Opens A Non-existent 
Restaurant On UberEats

Type: Guerrilla Marketingㅣ Agy: Fitzro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78&source=ppt


Challenge: 코로나로 인해 투어와 공연이 불가능해진 요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이 게임 포트나이트와 손잡고 트래비스 스캇의 새 싱글 'THE
SCOTTS'를 가상의 공간에서 공개하고 투어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2020년 4월,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 'Astronomical'이 포트나이트 속에서 5일간 펼쳐졌다. 풀 버전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공연이 시작되고 오프닝이
울려 퍼지자 거인의 모습을 한 트래비스 스캇이 등장한다. 그는 자신을 보며 열광하는 포트나이트 캐릭터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핫한 힙합 가수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한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의상도 바꿔 입는 것은 기본. 디지털 세상을 마음껏 활용하며 우주, 화염, 사이키델릭을 거쳐 물속을 헤엄치는 효과까
지 보여준다.

Results: 신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영상은 1년간 유튜브 조회수 1억5천만 뷰를 기록했다.

Fortnite: Astronomical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51&source=ppt


Challenge: KF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리지널 레시피 공개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기획한다.

Solution: 50주년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테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KFC 1호점을 하루 아침에 황금색으로 장식했다. 또, 이벤트 메뉴인 KFC Golden Bucket을
출시해 이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 달러에 상당하는 황금 찾기 증강현실 이벤트 'Gold Rush(골드러시)'를 진행한다. 황금 외에도 다양한 상품
과 KFC 메뉴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캠페인 웹사이트에 등록 후 스마트폰을 사용해 증강현실로 Golden Bucket(황금 버킷)을 찾아 황금 금고에 보관했다가 상품
과 교환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황금 버킷을 요즘 핫한 비트코인의 일종인 Vatcom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금맥을 찾는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Results: 6개월만에 유튜브 조회수 24만 뷰를 기록했다.

KFC: Gold Rush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33&source=ppt


Challenge: 버라이즌이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과 손잡고 가상 미술관을 개장해 버라이즌 5G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강력한 힘을 증명하고자 한다.

Solution: 'The Met Unframed'는 몰입형 가상 미술관으로 게임적인 요소를 더해 유저들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로 제작한 10여 개의 갤러리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 소장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미술관 입장이 불가능한 요즘, 전 세계인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디지털 미술관 TheMetUnframed.com에서는 감상 중인 작품을 게임을 통해 AR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 4G나 5G 스마트 단
말로 모두 감상이 가능하나, 네 작품에 한해 버라이즌 5G 울트라 와이드밴드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AR을 생생하게 즐기게 될 것이다.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 Unframed

Type: Onlineㅣ Agy: Unit 9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14&source=ppt


Challenge: 미국 젊은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NGO 단체 Rock the Vote가 미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타깃 오디언스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는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Rock the Vote가 여기에 투표소를 만
들었다. 대선일보다 앞선 10월 26일,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마인크래프트 투표소에 들러 투표하는 방법과 절차를 배우고 직접 투표
를 경험해볼 수 있다. 실제 대선 후보들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10가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게 된다. Rock the Vote는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ock The Vote: Build The Vote Type: Onlineㅣ Agy: Sid Le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63&source=ppt


Challenge: 나이키 에어맥스는 1987년부터 유독 컬트 같은 추종자들을 거느려오며 문화적으로 독특한 지위를 누린 브랜드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어맥스가 창
의성의 상징과도 같다. 2020년 나이키는 일본 시장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2090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신상품을 대상으로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캠페인
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다. 이에 나이키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에어맥스의 정신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
고자 한다.

Solution: 'Create with Air Max'라는 제목의 에어맥스 팬들과 함께 만든 잡지(zine)를 출간했다. 에어맥스와 관련해 팬들이 제출한 스토리와 사진들로 구성된
잡지다. 잡지 속에는 최신 에어맥스 상품을 색칠하는 컬러링 페이지도 있다. 팬들이 마음껏 에어맥스를 꾸미고 싶은 대로 색칠하고 그릴 수 있는 페이지다. 그
림을 그리면서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AR로 자신의 에어맥스 커스터마이즈 과정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완성된 디자인에는 자신의 사인도 넣어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든 뒤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나이키에 제출할 수 있다.

Nike: Create With Air Max Type: Promotion&Eventㅣ Agy: AKQAㅣ CD: Daniel Busc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45&source=ppt


Challenge: 봉쇄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소 좋아하던 바에 가서 친구들과 한잔 기울이고 싶은 생각은 더 간절해져만 간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다
면 혹시 가상으로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지는 않을까?

Solution: 버드와이저가 브라질에서 My Bar(마이 바)라는 가상 바를 열었다. 소비자들이 집에 앉아 친구들과 원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바와 식당에게는 새로운 세일즈 통로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캠페인 웹사이트에 방문한 뒤, 등록된 시설들 중에서 가
장 좋아하는 바 또는 식당을 선택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주문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애피타이저나 스낵과 함께 즐기는 등 마치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즐기게 될 것이다. My Bar에서는 라이브 스트림, 뮤직 페스티벌, 쿠킹 레슨, 스포츠 팁 등 웹사이트에 등록된 바/식당에서 제공하는 행사
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미 여러 바들이 웹사이트 등록을 마치고 가상의 문을 열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Budweiser: My Bar Type: Onlineㅣ Agy: Africaㅣ CD: Fernando Marar, Rodrigo Barbos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39&source=ppt


Challenge: 전기자전거 브랜드 반무프(Vanmoof)가 코로나19로 무산된 대대적인 신제품 글로벌 런칭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Solution: 전세계 수천 명의 팬들을 위한 온라인 인터랙티브 런칭 행사를 열었다. 40분간 진행된 행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인터랙티브 3D, 영상, 코멘트, 라이
브 Q&A 등으로 구성됐다. 시작 전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게스트들은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반무프 공동 창업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틱한 3D 제품 공개가 이어졌다. 영상, 오디오, 인터랙티브 3D 등으로 제품의 첨단 기능을 시연함에 따라 게스트들은 신제품을 360도 실시
간 3D로 감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에 게스트는 클릭 한번으로 코멘트를 달거나 질문을 제출했고, 창업자가 직접 주요 질문에 답했다. 런칭 행사
가 끝난 사이트에서는 신제품을 AR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며 쇼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Results: 2천 개 이상 질문이 제출됐고, 라이브 게스트 수가 6천 이상을 기록했으며, 24시간 만에 4천4백 대가 팔렸다.

Vanmoof: Online Live Launch Event Type: Onlineㅣ Agy: Res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64&source=ppt


Challenge: 어업 용어로 혼획(bycatch)이란 말이 있다. 본래 잡으려는 어류 외에 다른 어류가 그물망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은 실은 잔혹한 현실을 숨
기고 있다. 오로지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백 마리가 혼획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혼획률은 전세계 어획량의 40%나 된다. 조류,
거북이, 돌고래, 고래 등등이 어선에 잡혔다가 죽은 채로 혹은 죽어 가는 상태에서 바다에 버려진다. 2019년에만 돌고래 11,000마리 이상이 프랑스 서해 상에
서 혼획에 희생됐다.

Solution: 해양 보호 단체 Sea Shepherd가 런칭한 'Below the Surface AR' 캠페인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유저가 바다 밑에서 혼획에 인한 돌고래들의 희
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AR 체험은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곧이어 수많은 돌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발버둥치게 되고, 어선의 어부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은 돌고래들을 바다로 무심하게 내버린다. AR로 이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을 간접 경험한 유저들은 캠페인 웹사이트로 이동해 혼획으로
인한 바다 생물의 위기 상황이 어떠한지를 공부하고 기부금으로 Sea Shepherd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Sea Shepherd: Under Surface AR Type: Onlineㅣ Agy: Res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54&source=ppt


Challenge: 2019년에 패션, 음식, 플라스틱, 종이 등 네 개 분야의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 관심그룹(interest group)을 출범하며 직원들
과 함께 관련 캠페인을 진행 중인 싱가포르의 금융 기업 DBS가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DBS는 2016년부터 은행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뱅커들과 뱅킹 산업에 관한 미니 시리즈 드라마 'Sparks'를 제작해오고 있다. 이번 캠
페인을 위한 Sparks의 새 에피소드 'The Trash Princess'는 환경 오염도 세계 2위의 패션산업에 반기를 들고 쓰레기를 재활용한 패션을 만들어 주류화시키겠다
는 포부를 지닌 젊은 패션 디자이너와 그를 돕는 DBS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다. 흥미진진한 전개에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까지 가미돼 시청자들의 흥미를 불
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DBS는 UN 환경계획과 공동으로 'Fashion Slowdown(패션 슬로우다운)'이란 AR 게임을 런칭해 게임을 통해 대중들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류 재활용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DBS에서 진행된 사내 의류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총 무게 200kg이 넘는 옷들이 기부
아이템으로 나오기도 했다.

Results: 페이스북 조회수 34000회, 댓글 88개를 기록했다.

DBS: Fashion Slowdown Type: Filmㅣ Agy: -ㅣ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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