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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Challenge: 미국인들에게는 베이글과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가 환상의 아침식사 콤비다. 그런데 사실 크림 치즈는 충분히 남아 있는데 베이글이 떨어져 환상의
조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고, 나아가 매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Solution: 집에 있는 빵 종류는 무엇이든 베이글로 만들어 버리는 'Bagel That'이란 도구를 제작했다. 현미경처럼 생긴 이 파란색의 물건은 식빵, 피자빵, 와플,
핫도그빵, 팬케이크, 심지어 오믈렛까지도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줘 즉석에서 베이글로 변신시켜 버린다. TVC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 아이들은 빵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가운데 구멍만 뚫리니까 베이글이라고 환호하며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를 듬뿍 발라 맛나게 즐긴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재미로 통할
것 같은 이 상품은 아마존닷컴에서 10달러에 한정 판매된다.

Results: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다.

Philadelphia Cream Cheese: Bagel That Type: Flimㅣ Agy: Gut Agencyㅣ CD: Eliana Ferr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63&source=ppt


Challenge: 생수 브랜드 Smartwater는 총 네 가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Smartwater는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제고를 위해 네 가지 제품에
밀레니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각각의 의미로 부여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맞춤형 사운드스케이프 제작사 Endel과 협력하여 최초로 음악과 기술, 그리고 물 섭취를 통한 총체적 건강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 'Smartbeats by Smartwater(스마트비트 바이 스마트워터)'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네 개의 Smartwater 제품에 각각 'flow', 'move', 'balance',
'connect'란 컨셉을 부여한 뒤, 네 명의 뮤직 아티스트들과 컬래버하여 각자가 Endel 앱을 이용해 주어진 컨셉에 맞게 제작한 사운드트랙과 사운드스케이프가
'스마트비트 바이 스마트워터'다. Smartwater는 작품 발표를 위해 뉴욕에서 이벤트를 열었다.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한 가운데 네 명의 아티스트들이 직
접 작품을 설명하고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고, 음악을 감상하는 가운데 Smartwater 제품으로 만든 칵테일 시음회도 즐기는 체험형 세션이 진행됐다. 한편, 대중
들은 해당 곡들을 스포티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Smartwater: Smartbeats Type: Direct Marketing 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42&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에서 아버지의 날을 맞아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가 아버지들을 위한 특별 선물 세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toolbox라고 하면 아버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씩 갖고 있는 공구상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제는 toolbox에도 새로운 개념을 부여할 때다. 모든 것
이 신개념을 입고 변화하는 세상 아닌가. 조니워커가 아버지의 날을 맞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toolbox는 겉에서 보면 기존의 공구상자 같지만, 상자를 열면
진정으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해한 공구(?)들이 들어 있다. 바로 빨간 상자 안에는 조니워커 레드 라벨이, 검은색 상자 안에는 조니워크 블랙라벨이 위스키를
마시는 데 필요한 각종 툴들과 함께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Results: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번 선물 세트가 3일 만에 완판됐다.

Johnnie Walker Whisky: Toolbox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CP+B Brasilㅣ CD:
Marcelo Rizério, Rodrigo Viscont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21&source=ppt


Challenge: 카자흐스탄의 은행 Atf Bank는 카자흐스탄 최초로 세로형 플래티넘 카드를 선보이며 할인, 수수료 면제, 편리한 환전 서비스 등 홍보를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들 사이에서 세로형 카드에 대한 인식이 낮다.

Solution: 오래 기다려온 영화가 마침내 개봉해 설렌 마음으로 영화관을 찾았더니 지루한 광고 때문에 일찌감치 진이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Atf
Bank가 세로형 플래티넘 카드로 영화표를 결제한 사람이 영화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지루한 광고들을 전부 없애고 세로형 카드 캠페인 영상만 보여줘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Atf Bank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하면 실생활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한 캠페인이다.

Results: 카자흐스탄 주요 언론에 캠페인이 소개됐고, 세로형 플래티넘 카드 신청률이 85%나 상승했다.

Atf Bank: #Adlessmovie Type: Flim ㅣ Agy: McCannㅣ CD: Mikael Karapeti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55&source=ppt


Challenge: 청바지 브랜드 Flying Machine이 신제품 F-Lite를 출시하며 인도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인도 비보이 챔피언 Arif Chaudhary가 F-Lite를 입고 편안하고 경쾌하게 비보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데님을 입고도 비보잉과
같은 다이내믹한 춤도 아무런 문제없이 소화하는 모습이 F-Lite의 뛰어난 신축성과 착용감을 강조하며,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중요시하는 타깃 오디언스에
게 어필하고 있다.

Results: Tik-Tok에서 높은 인게이지먼트율을 기록하고 있다.

Flying Machine: F-Lite Collection Type: Flim ㅣ Agy: Tonic Worldwide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36&source=ppt


Challenge: 새 애플 에어팟의 무선충전 및 시리 호출 기능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을 시작했지만, 에어팟을 두 귀에 꽂는 순간 남자는 온통 흑백인 단조로운 세상에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
어 로봇같이 움직이며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과 복잡한 도심 속에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누빈다. 애플 에어팟 캠페인 영상은 제품의 무선충전과 시리 호출
기능으로 사용자가 느낄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기분 좋은 음악과 판타지적인 영상으로 잘 표현했다.

Results: 공개된지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560만을 기록했다.

Apple AirPods: Bounce Type: Flimㅣ Agy: TBWAㅣ CD: Oscar Hud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09&source=ppt


Challenge: 인도에서 사탕 시장은 포화 상태라 마케팅이 쉽지 않다. 사탕 브랜드 Flipp은 겉맛과 속맛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맛으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특징을 잘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 캠페인으로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돋보이고자 한다.

Solution: Flipp 캔디의 겉은 맵거나 신 맛이지만 속은 단 맛을 낸다. 이러한 반전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터는 늑대, 상어, 독수리 등 맹수가 그 속에 자신
보다 작고 연약한 먹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화했다. 강렬한 맛 뒤에 느껴지게 될 스윗한 맛을 아름다우면서도 재치있는 일러스레이션을 통해 부각시킨
캠페인이다.

Flipp: Flipp Candy Type: Outdoor ㅣ Agy: Verms Communication 
ㅣ CD: Debdut Sarka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95&source=ppt


Challenge: 미국 패스트푸드점 Dairy Queen의 인기 메뉴 Blizzard 아이스크림은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무중력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거꾸
로 서빙되지 않으면 무료다. 이러한 마케팅은 30년간 진행됐고, 최근 새로운 맛의 Blizzard 아이스크림 메뉴도 출시됐다. 이에 좀더 신박한 마케팅 캠페인으로
고객에게 어필하고자 한다. 마케팅 예산은 $16,000로 적은 편이다.

Solution: 아예 매장을 뒤집어 만들기로 했다. 즉, 천장이 아래로 가고, 바닥이 위로 간 구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에 설치된 이번 팝업 매장은 직원
역시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크로밧 전문가들을 섭외해 Blizzard 아이스크림을 서빙하도록 했다. 대체 이 희한한 매장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사
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Results: 9일 만에 동영상 조회수 440만 뷰를 기록하고, 430만 이상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SNS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코멘트가 작성됐고, 10일이 채 되지
않아 SNS에서 465만 회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Dairy Queen: Blizzard Store Type: Outdoorㅣ Agy: P4 Ogilvyㅣ CD: Werner 
Lemke, Kochi Restrep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53&source=ppt


Challenge: 에스티로더가 새로운 립 제품인 Pure Color Liquid Envy를 출시했다. 페인트처럼 강력한 발색으로 입술에 완벽 피팅되는 제품임을 강조할 캠페인
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이번 신제품은 영국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인 이안 데이븐포트(Ian Davenport)의 작품세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에 이안 데이븐포트와 컬라보로 캠
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그는 Pure Color Liquid Envy 립스틱을 갖고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색상의 페인트를 캔버스 위에 주루륵 흘러내
리게 하는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영상을 통해 리퀴드 타입 립스틱의 강력한 페인트 발색력을 확인할 수 있다.

Estée Lauder: Estee Lauder X Ian Davenport Type: Otherㅣ Agy: -ㅣ CD: Jon Clement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7&source=ppt


Challenge: 일본 Olfa 커터칼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종이 자르기를 넘어 '예술 창조'의 도구로서의 Olfa 커터칼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다.

Solution: 단 한 개의 Olfa 커터를 사용하여 흰종이와 폴리에스테르 수장판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커터칼의 성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일자로 자르기
를 반복 실시해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일 년 간의 작업 시간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은 포스터화 됐고, 포스터의 아랫부분에 작품에 실제 사
용되었던 Olfa 커터 제품을 함께 디스플레이했다. 작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각도 외에도 입체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각도들에서도 촬영돼 그
깊이와 스케일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포스터 외에도 명함, 쇼핑백, 봉투 등으로도 제작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다.

Olfa: Cutter Art Of Olfa Type: Design&Branding ㅣ Agy: Dentsu Tokyo
ㅣ CD: Yutaka Sat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7501&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