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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러스 캠페인



Challenge: 멕시칸 패스트푸드 전문점 Cafe Rio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위로하기 위해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뉴 Carne Asada를 재출시하면
서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어느 가족이 뉴노멀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Carne Asada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202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아들과 딸은 학교 수업을 빼먹고 홈스쿨링과 Carne Asada를 선택하고, 아빠는 아랫도리를 대충 생략한 채로 재택근무를 하고,
엄마는 오늘이 도대체 몇월 몇일인지를 모르겠다며 호탕하게 웃는다.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모두 마스크 덕에 Carne Asada의 맛있는 냄새를 계속 코와 입안
에 간직할 수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다. 결국에는 Carne Asada가 돌아온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보여준다.

Results: 4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4만을 기록했다.

Cafe Rio: Could This Year Get Any Better? Type: Filmㅣ Agy: Funwork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43&source=ppt


Challenge: 베이글 위에 피자 토핑이 올라간 베이글 피자 브랜드 Bagel Bites가 20년 만에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15초 분량의 웃기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을 공개했다. 달걀과 닭, 착한 광대와 악마 광대, 유니콘과 조랑말, 서로 다른 스타일로 바지를 입은 개 두
마리 등이 서로 라이벌로 등장해 Bagel Bites를 가운데 두고 디스전을 벌인다. 서로 자기가 먼저라며 얄밉게 상대를 도발하는 달걀과 닭, 바지는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며 상대를 조롱하는 개들 등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이들 라이벌들도 베이글 위에 피자가 올라간 Bagel Bites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Bagel
Bites는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제고를 위해 SNS에도 'GIF vs. JIF', '전화 vs. 문자', '사각팬티 vs. 삼각팬티'라는 지상 최대의 난제들을 올리고 유저들의 의견을 받
고 있다. 아무튼, 이렇다 저렇다 의견은 갈려도 Bagel Bites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캠페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Results: 한 주 동안 'Unicorn or pony'가 22만, 'What Came First'가 33만, 'How Dogs Wear Pants'가 27만, 'Clowns, Silly or Scary'가 32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

Bagel Bites: A Bite Sized Debate Type: Filmㅣ Agy: Johannes Leonar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81&source=ppt


Challenge: 아마존 알렉사의 2020 슈퍼볼 TVC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토크쇼 진행자이자 배우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파트너인 포샤 드 로시와 함께 출연한 'Before Alexa' 영상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알렉사를 통해 온도
를 설정하다가 과연 사람들이 알렉사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알렉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
음직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간은 과거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며 각 시대의 사람들이 알레사, 알렉스, 알, 알렉신 등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나 동물을
불러 당대에 있었을 법한 명령을 하고, 명을 받은 알레사, 알렉스, 알, 알렉신 등이 좀 모자라게 명령을 수행하거나 수행 도중 죽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큰 웃음을 선사한다.

Results: 1주간 유튜브 조회수 6,146만 회를 기록했다.

Amazon: Before Alexa Type: Otherㅣ Agy: Droga5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45&source=ppt


Challenge: 다양한 맛의 프링글스를 쌓아올려 먹는 'flavor stacking'을 주제로 지난 2년간 슈퍼볼 광고를 해온 프링글스가 2020년 슈퍼볼 시즌에도 돌아온다.

Solution: 성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릭 앤 모티(Rick and Morty)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릭과 아내가 거실에 앉아 지난해 프링글스 광고를 보
며 '애들이 저런 광고 찍고 얼마나 받을까?', '거의 노예 계약 수준일 거다' 등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손자 모티가 온갖 프링글스를 잔뜩 들고 나타나 지나
치게 흥분하며 쌓아올려 먹기를 한다. 평소답지 않게 능숙하게 기업 전문용어들을 나열하는 손자의 모습에서 수상한 구석을 눈치챈 릭은 모티에게 달려들어
제압해 프링글스 로봇이 모티로 위장했단 사실을 밝혀내고, 자신과 아내가 프링글스 광고 세계에 완전히 갖혀 빠져나갈 수 없단 것을 깨닫게 된다.

Results: 릭 앤 모티 SNS 채널에서 바이럴 티저 영상이 150만 뷰 이상을 기록했고, 릭 앤 모티가 방송되는 Adult Swim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1주 만에
264만 회를 기록했다.

Pringles: Pringles Rick And Morty Commercial Type: Filmㅣ Agy: Grey Group , Adult Swim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18&source=ppt


Challenge: 말레이시아 전기회사 Tenaga Nasional이 중국 춘절을 맞이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회사일을 핑계로 몇 년째 춘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는 굳이 올 필요 없다며 VR 단말을 택배로 보냈다. VR 단말을 장착한
순간부터 아들의 엄청난 어드벤처가 펼쳐진다. 자신은 가상현실 속 일가친척들과 춘절을 신나게 보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회사 안을 휘젓고 다니며 민폐란
민폐는 구석구석 다 끼친다. 잠시 현생을 잊고 가상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낸 뒤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된 아들은 뉘우침과 감사의 마음에 엄
마를 꼭 껴안아주는데 그만 사장님이다. 회사 안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의도치 않게 따뜻한 포옹을 받은 사장님은 주인공에게 어서 집에 가보라고 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간 교류가 뜸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언제까지나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할 것이다. 가상과 현실을
혼동해 주인공이 일으키는 소동이 큰 웃음을 주는 영상이다.

Results: 1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687만 회를 기록했다.

Tenaga Nasional: Reality Not Virtual Type: Filmㅣ Agy: Reprise Medi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484&source=ppt


Challenge: 나이키가 비즈 쿠션을 적용한 러닝화 '조이라이드' 제품을 홍보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시트콤 '브로드 시티'의 제작과 주연을 맡은 일라나 글레이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코믹한 영상들이 공개됐다. 'Runner's High'란 제목의 영상에서는
달리기 애호가들이 운동 후 느끼는 도취감을 가리키는 말 'runner's high(러너스 하이)'를 몸소 체험하겠다며 조이라이드를 신고 브루클린 동네를 달리기 시작
한 일라나 글레이저가 뛰기 시작한 지 몇 초 되지 않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러너가 '하이(hi)'라며 인사를 건네자, 자신이 드디어 '러너스 하이'를 체험하게 됐
다며 목표한 바를 다 이룬 듯 곧장 주머니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다. 'Beads vs. Balls'란 제목의 영상은 그녀가 직접 조이라이드를 신고 달리기 전에 자신
도 한 번 달리기란 걸 해볼까 하고 생각하던 차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달리기 애호가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해서 달리기의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지를 알아내고자 했던 그녀가 집에서 한가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길거리에서 조이라이드 신발끈을 묶고 있는 러너를 향해 신발 속 비즈를 공 같이 생겼단
의미로 'balls'라고 말해 외설적인 표현으로 오해받을 뻔한 이야기다. 아무튼 달리기라고 시작해서 센트럴 파크까지 진출했지만, 그녀는 다른 러너들이 잠시 스
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 취미로서의 달리기와 러닝화 속 비즈에 대해 아는 척 좀 하고 수다만 떨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영상이다. 나이키는
코믹한 세 편의 영상을 통해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하고, 조이라이드와 함께 'Enjoy The Run(달리기를 즐겨라)'고 말한다.

Results: 3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982만을 기록했다.

Nike: Runner's High Type: Filmeㅣ Agy: Megs and Shamusㅣ CD: Megs Senk, Shamus Eat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85&source=ppt


Challenge: 파파이스(Popeyes)가 치킨 샌드위치 메뉴를 새로 도입하며 이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2017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로컬 레스토랑 Sweet Dixie Kitchen이 파파이스 치킨을 가져다가 판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브런치로 유명한 이 레
스토랑은 리뷰 사이트인 '옐프'에서 평점 폭탄을 맞았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어느 옐프 유저가 '친구들과 자리에 앉기 전, 직원들이 파파이스 치킨이 담긴 상
자 두 개를 들고 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더니 파파이스 치킨을 쓴다고 인정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레스토랑의 오너는 사실을 인정하
며, 허프포스트에 'SNS 등을 통해 파파이스 치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파파이스라는 브랜드명을 메뉴에 적
지 않았다는 것. 사실, 레스토랑 치킨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은 '파파이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회자된 바 있다. 그런데 파파이스가 당시
사건을 이번 신메뉴 마케팅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화제가 만한 것도 없을 거란 생각에서다. 파파이스는 당시 문제가 됐던 레스토랑 오너와 당당히 협업을
하고, 메뉴 공식 런칭 이틀 전, 해당 레스토랑에서 먼저 시식회를 연다. 레스토랑 오너가 등장해 2017년도를 유머러스하게 회상한 캠페인 영상도 공개됐다.

Popeyes: Popeyesgate Type: promotion&Eventㅣ Agy: GUTㅣ CD: Alex Gross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85&source=ppt


Challenge: 미국 은퇴자들을 위한 모임인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가 전문 간병인이 아닌 보호자 간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들을 위
한 지원 리소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픈 가족을 위한 간병을 주로 가족구성원 중 여성이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의 숫자도 늘고 있다. 총 4천
만 명 중 1천6백만 명이 남성이라고 한다. 무급일 뿐만 아니라, 월급의 20%를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는 남성들은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여성들처럼 누구에게 허심탄회하게 심정을 털어놓지도 않는다. 주 40시간 이상을 간병활동으로 지내는 이들 남성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다.

Solution: 가족을 간병하는 남자를 이 세상 가장 터프한 남자로 규정하며, 세상 가장 터프한 역할은 다 맡아 본 헐리웃 배우 대니 트레호(Danny Trejo)가 등장
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속 대니 트레호는 큰 칼로 면도를 하고, 팔에 붙은 불은 입김 한번으로 끄고, 자동차는 한손으로 들어서 바닥을 청소하는
등 터프함의 대명사답다. 하지만 이런 대니 트레호도 자신의 터프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바로 치매 환자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이다. 언젠간 자신
도 기억 못할 아버지를 돌보느라 애쓰는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남자로 소개한 대니 트레호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영상만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
지는 않는다. 사실 트레호 자신도 과거 지인 가정에서 간병을 해 본 경험이 있었다.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사고
로 아버지를 잃어 미처 아버지를 간병할 기회는 없었지만 늙고 병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성들을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에 비유한다.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를 알기 때문. 아울러, 영상은 보호자 가이드, 유용한 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AARP: Tougher Than Tough Type: Onlineㅣ Agy: DDBㅣ CD: Mina Mikhae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706&source=ppt


Challenge: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TV 채널 Canal+는 지난 10년 간 재미있는 광고 캠페인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며 Canal+는 재미있는 채널이
라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Canal+의 모든 것이 재미난 것은 아니다. 온라인 가입 절차는 타사이트 가입절차와 다를 바 없이 지겹기 짝이 없다.

Solution: 최초의 인터랙티브 가입 신청 양식을 만들었다. Canal+의 인기 토크쇼의 수다쟁이 아줌마 캐릭터 Catherine과 Liliane이 가입 신청 화면에 등장해 이
름서부터 뉴스레터 신청 여부 기입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하는데, 토크쇼 캐릭터 그대로 큰 웃음을 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력하게 만들어준다.

Results: 가입율이 18% 증가했다. 사이트 순방문자수 40만, 수집된 이메일 1만 개, 소셜미디어 공유횟수 2만5천 등을 기록했다.

Vivendi: The Interactive Form Type: Onlineㅣ Agy: BETC Parisㅣ CD: Ivan Beczkowski, 
Olivier Apers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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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Elan Languages는 구글 번역보다 더 나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한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크게 뒤쳐진다. 이에 Elan Languages는 뛰어
난 번역 품질을 증명해 보일만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먼저, 일본어로 된 스시 레시피를 Elan과 구글 두 개의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각각 번역했다. 그리고 요리사를 불러 번역물을 보고 스시를 요리해
달라고 했다. Elan이 번역한 레시피를 보고는 근사한 스시 요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구글이 번역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는 과정을 보니 시금치를 후라이
팬으로 두들겨 패고, 동전을 공구로 갈고, 밥 위에 전단지를 잘라 넣는 등 상식을 뛰어 넘는 이상한 방법들이 동원되며 요리사를 당황케 한다. 마침내 눈을 가
린 시식단 앞에 도착한 결과물...보나마나한 결과다. 테스트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Elan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포스팅했고, 유저들이 직접 경험해 보라는
차원에서 해당 레시피와 두 번역기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Elan Languages: Taste The Translation Type: Onlineㅣ Agy: J. Walter Thompson Amsterdamㅣ
CD: Maarten Vrouwes, Friso Ludenhoff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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