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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디어 캠페인



Challenge: 스페인 KFC가 빵 대신 프라이드 치킨을 얹어 만든 버거 메뉴 'La Infame'을 출시하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너무 맛있어서 심지어는 경쟁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컨셉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KFC는 경쟁사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모자
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 등에서 온 직원들에게 신메뉴를 공개했다.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맛이니 한 번 먹어보라고 꼬셔보지
만 나름 자기 직장에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은 우선 최대한 거부한다. 하지만 KFC는 특정 날짜와 시간, 장소를 대며 일하다 몰래 뒷문으로 나와서 먹고 가라고
제안했다. 마침내 회심의 미소가 얼굴에 만연한 KFC 마스코트인 샌더스 대령이 테이블 가운데 앉은 가운데 약속대로 몰래 참석한 타사 직원들과 IN Fame을
먹으며 마지막 만찬을 즐긴다. KFC는 영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경쟁사 직원들을 초대해 비밀 시식회를 열었다. 비밀 핫라인을 개설해 타사 직원들이 전화
를 걸어 익명으로 자신의 직장을 밝히고 참석하게 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99만 뷰를 기록했다.

KFC: KFC Backdoors Type: Filmㅣ Agy: PS21ㅣ CD: Madri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42&source=ppt


Challenge: 감사의 뜻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러시아인의 68%는 선물로 초콜릿을 주로 산다고 한다. 러시아에 122만 명이 넘는 교사가 있는데 스
승의 날에 이 많은 선생님들은 초콜릿을 선물받는다. 이에 러시아 초콜릿 브랜드 Cherkizovo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선생님
들도, 선물을 주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의미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Solution: 초콜릿인데 달지 않은 초콜릿(?) 선물을 기획했다. 이름하여 Hamcolates, 즉 선물용으로 좋은 살라미햄이란 뜻의, 겉은 초콜릿 상자인데 내용물은
살라미햄인 선물이다. Cherkizovo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채팅방에서 올해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설정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초콜릿, 사진첩, 케이크 등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며 신선한 아이디어의 부재에 스트레스를 받아한다는 내용이다. 영상 공개와 더불어 인
터넷에서 곧바로 Hamcolates 판매를 시작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스승의 날 직후에는 원치 않는 초콜릿을 선물받은 교사들이 Hamcolates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Results: 이틀 만에 초콜릿 상자 550개가 Hamcolates와 교환됐다. 동영상이 바이럴 계수 1.26을 기록했고, 온라인 인게이지먼트 시간이 200% 상승했으며, 언
론에 캠페인이 소개되면서 421만여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Cherkizovo: Hamcolate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erviceplanㅣ CD: Ksenia Golovin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00&source=ppt


Challenge: 코로나로도 부족했는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11월 2일에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한다는 나사(NASA)의 발표가 나왔다. 물론, 충동 확률은 희박하지
만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어느 오레오 팬이 트위터에 '그렇다면 오레오는 누가 구하나?'라고 올렸다.

Solution: 오레오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종말적 재앙이 닥쳐도 오레오는 살아남을 거라는 위안과 확신을 주기로 한 오레오는 세계 곳곳에 종말을 대비한 저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국제 오레오 저장소(Global Oreo Vault)를 만들었다. 노르웨이 본토와 북극 사이에 있는 스발바르제도 외딴 섬 산 속 버려진
탄광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 종자 저장소(Global Seed Vault)'에서 영감을 받아 바로 그 옆에 오레오 저장소를 설치했다. 소행성과 충돌해도 끄떡이
없다는 이 곳은 오레오 레시피와 샘플, 오레오, 그리고 분유가 저장돼 있다(종말이 닥쳐도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오레오는 저장소의 정
확한 좌표까지 팬들에게 공유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Oreo: Global Oreo Vault Type: Filmㅣ Agy: The Communit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61&source=ppt


Challenge: 미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Jack in the Box가 식물 기반 치킨맛 샌드위치를 출시하며 이를 홍보할 마케팅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치킨 냄새가 나는 마스크를 제작했다. 맛과 안전까지 책임질 이번 치킨향 마스크는 Jack in the Box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통해 무료 증정된다. 공
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눈을 가린 사람들이 앞에 놓인 치킨향 마스크의 냄새를 맡으면서 파프리카 같다, 양념 냄새가 난다, 행복한 느낌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
이며 웃음을 선사한다.

Jack In The Box: The Chicken Scented Face Mask Type: Promotion&Eventㅣ Agy: David & Goliat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12&source=ppt


Challenge: 식품 브랜드 Hormel이 Black Label Bacon(블랙 레이블 베이컨)을 홍보할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Solution: 아직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Hormel의 베이컨 냄새 가득 풍기는 이 마스크는 어떨까? Hormel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 블랙 레이
블 베이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마스크를 제작했다. 소비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식욕까지도 책임져줄 이번 마스크는 SNS 이벤트를 통해 무료 제공된다. 이번
맛있는 마스크를 갖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Hormel은 NGO 단체 Feeding America에 식사 한 끼씩을 기부해 최대 1만 그릇을 기부할 예정이다

Hormel: Breathable Bacon Type: Promotion&Eventㅣ Agy: BBDOㅣ CD: David Mackereth, 
Nathalia Resend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13&source=ppt


Challenge: 밀레니얼 세대는 복권에 관심이 없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복권에 재미를 느낄 리 없다. 복권 판매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레바논 복
권 판매업자 Loto Libanais도 매출이 43%나 감소했다. 한편 현재 레바논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oto Libanais가 새롭고 재미난 복권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갖도록 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사람들의 꿈을 행운의 숫자로 바꿔주는 모바일 앱과 마이크로사이트 'Dream Number'를 런칭했다. Loto Libanais는 캠페인을 위해 새로운 폰트를
영어와 아랍어로 디자인했는데, 글자 속에 숫자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를 읽으면서 동시에 복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Dream
Number 앱 또는 마이크로사이트에서 자신의 꿈을 입력하기만 하면, 알고리즘이 입력된 글자 속에 복권 번호를 표시해준다. 어쩌면 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Results: 5만 장 이상의 복권이 판매됐고, 매출이 32% 증가했다. 웹사이트 트래픽도 첫 주에 70%나 증가했다.

Loto Libanais: Dream Number Type: Otherㅣ Agy: BBDOㅣ CD: Sarah Ber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90&source=ppt


Challenge: 미국인들은 운전할 때 꼭 라디오를 듣는다. 하지만 주파수가 약할 때면 어김없이 지직대는 소리에 누구라도 당장에 라디오를 끄게 된다. 스포티파
이는 라디오의 대항마로서 음악, 팟캐스트, 뉴스 등을 모두 제공하는 Daily Drive(데일리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를 런칭하며 운전 중 라디오 리스너들을 스포
티파이 데일리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리스너로 전향시키고자 한다.

Solution: 라디오에서 지직대는 소리가 나면 금방 짜증을 내고 라디오를 끈다는 사실에 착안한 캠페인 'Trojan Radio Jammer'를 런칭했다. 발신기, 안테나, 오
디오 소스만으로 구성된 저전력 미니 라디오 방송국 Trojan Radio Jammer는 말그대로 전파 방해꾼으로,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거리에 설치되
어 라디오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이 방송국이지 덩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이 드는 가방 속에, 신문 무인 가판대 속에, 또는 푸드 트럭
안에 설치가 가능하고, 주파수가 6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62미터부터는 불법). Trojan Radio Jammer는 전파 방해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직접 스포티파이
데일리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총 30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1,200대가 이번 다이렉트 마케팅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Spotify: Trojan Jammers Type: Guerrilla Marketingㅣ Agy: Miami Ad Schoolㅣ CD: Nihal Bambulkar, 
Kanchi Undevi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55&source=ppt


Challenge: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핀란드인들은 화상회의 때 상의는 포멀하게 입고 하의는 캐주얼하게 입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핀란
드의 패션 리테일러 Prisma가 전례 없는 이러한 패션 트렌드에 나름의 방식으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

Solution: 상의는 정장, 하의는 속옷 또는 트레이닝복으로 구성된 아주 독특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생각이 자유분방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핀란드 사람들에
게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며 동시에 편안함을 주는 컬렉션이 될 것이다.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웃음까지도 선사할 컬렉션이다.

Results: 의류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했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넘쳤다.

Prisma: The Remote Working Collection Type: Design&Brandingㅣ Agy: TBW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78&source=ppt


Challenge: 맥주 브랜드 칼스버그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덴마크 술집들을 돕기로 나섰다.

Solution: 술집에 가지 않고도 술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맥주 저장 용기인 케그(keg)의 가상 버전을 하나씩 마련해 맥주를
채워서 나중에 바들이 다시 오픈하면 진짜 맥주로 교환해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방법은 이렇다. 집에서 칼스버그를 병 또는 캔으로 마신 뒤 용기에 있는
라벨을 스캔해 웹사이트에 있는 가상 케그에 자신이 마신 맥주를 채운다. 가상 케그 하나를 가득 채우려면 총 네 개의 맥주를 스캔해야 하는데 하루 한 개씩만
가능하다. 케그 하나가 다 채워지면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바에 갔을 때 파인트로 맥주 두 잔을 마실 수 있다. 맥주는 칼스버그가 쏜다.

Results: 48시간 만에 가상 케그 2,158개가 생성됐고, 바코드 1,297개가 사용됐다.

Carlsberg: Adopt A keg Type: Promotion&Eventㅣ Agy: Greyㅣ CD: Fong O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70&source=ppt


Challenge: 손씻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실제로 20초 동안 손을 씻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일
랜드의 광고에이전시 Verve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olution: 정확히 20초 동안 손씻기를 가능하게 해줄 비누를 개발했다. 타이머 역할을 하는 비누다. 20 Second Soap(20초 비누)라는 이름의 이 비누는 사실 아
주 간단한 원리다. 뭔가 신기한 것을 예상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다. 일반 비누를 15mm x 15mm 크기로 나눠 잘라 손을 씻을 때 한
개씩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20초 동안 손을 씻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주 작기 때문에 도중에 다 못쓰겠어서 다음에 사용하겠다거나 버리는 일 없이 끝까지 사
용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20초가 된다.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지만 Verve는 20초 손씻기 정착을 위해 15mm x 15mm 크기의 비누를 하나씩 포
장해 한정판으로 제작했다.

Results: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비누 수백 개를 아일랜드 가정들에 무료 배포했다.

Verve: 20-Second Soap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Verve Live Agency ㅣ CD: John OShaughness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4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