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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프로모션



Challenge: 스위스의 프리랜서 아트디렉터 Hekuran이 셀프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Hekuran은 요즘 시간이 너무 많다. 프리랜서 광고인을 찾는 광고에이전시들이 던지는 가장 첫 질문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다. 그런 면
에서 Hekuran은 최적의 인력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아찔한 놀이기구를 타도, 돌고래 등에 올라타도, 미인들과 리무진을 타도 하나도 신
나지 않다. 그는 그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을 절대 비밀로 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자신의 지루함을 보여주는 우편엽서를 제작했다. 사진 속 그는 영낙
없는 관광객 모드인데 표정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나에게 일을 달라는 무언의 시위 같다. 그는 직접 손글씨를 적은 이 우편엽서를 주요 광고대행사들에 보
냈다.

Results: 이후로 Hekuran을 찾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하루만이라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후일담이다.

SibeSiech #SaveMeFromMyNiceLife Type: Otherㅣ Agy: SibeSiechㅣ CD: Hekuran Avdil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37&source=ppt


Challenge: 하루에도 17억 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광고에이전시 DDB & Tribal Vietnam은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여타 광고에이전시들의
지루한 홈페이지들과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다.

Solution: 'Chatbot with 'tude(챗봇 위드 튜드)'라는 100% 양방향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챗봇이 오전, 오후, 저녁별로 홈페이지 배경색을 바꿔주고, 양방향 대
화를 통해 에이전시의 작품, 비전, 수상경력, SNS 채널, 책임자 등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유저들의 다양한 질문에 유머러스하게, 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답한
다. 이러한 대화의 예를 포스터로도 제작해 프로모션에 사용했다.

Results: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한 달 만에 100명 이상이 에이전시에 지원했다.

DDB & Tribal Vietnam: Chatbot With 'Tude Type: Onlineㅣ Agy: DDBㅣ CD: Victor Font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08&source=ppt


Challenge: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핀터레스트(Pinterest)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인 이용량 증가를 기록했다. 핀터레스트 내 검색량이 지난해 대비 55% 증가했
고, 새 보드 만들기도 45%나 많아졌다. 핀터레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생활을 실천 중인 유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Stay Inspired'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놀거리를 제공하는 영상, DIY 마스크 튜토리얼 영상 등 봉쇄기간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들을 직접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내 엮었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스트레스 푸는 법',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 등
이 검색어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캠페인 웹사이트 wellbeing.pinterest.com을 개설했다. 전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이
웹사이트는 감정과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Pinterest: Stay Inspired Type: Onlineㅣ Agy: 72andSunn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72&source=ppt


Challenge: 체험 디자인 에이전시 HUSH가 고객을 비롯해 항상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셀프 프
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체험 디자인답게 듣기의 과정을 미학과 컨셉트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동종 업계 사람들과 클라이언트들이 함
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협업자와 고객의 말에 경청하기 전에 HUSH 직원들부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향, '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과 각자의 성장에 큰 영감을 주었던 음악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된 지리 및 음악적 히스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집합
적 경험이 담긴 '레코드'를 디자인했다. LP 판에서 착안해 디자인한 '레코드'는 그래픽으로 프린팅된 형태이며,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인스타그램의 Spark AR
플랫폼에서 재생된다. 고객과 협력사에 배포됐다.

Hush: Hush/Listen Type: Onlineㅣ Agy: Hus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45&source=ppt


Challenge: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Noble Studios가 고객에게 전할 연말연시 감사카드를 제작하고자 한다. 특별히, 미국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2
천-3천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노트북 한 대당 매년 44kg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Let's Be Better Every Day(매일매일
더 발전하자)'는 에이전시 모토에 걸맞는 친환경 연말연시 카드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벌목 대상이 되고 있는 나무가 전나무과인 노블 퍼(Noble Fir)다. 마침 에이전시 이름에도 노블(Noble)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에 에이전시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직접 노블 퍼 씨앗을 넣었다. 카드에는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노블 퍼 씨앗 심는 방법을 프린팅했
다. 카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캠페인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캠페인 사이트로 연결된다.

Results: 카드 200장 이상, 총 2,000개 이상의 씨앗을 발송했다. 아울러, 노블 퍼 묘목 50그루를 고객사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공기 중 이산화탄소 6만kg의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Noble Studios: Un-fir-gettable Holiday Type: promotion&Eventㅣ Agy: Noble Studiosㅣ
CD: Md Shakhawat Hossa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681&source=ppt


Challenge: 러시아 광고대행사 Artcom이 2019년 신년 맞이 셀프 프로모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연말쯤 되면 새해가 오기 전에 질려서 버리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Artcom은 쓸모없게 된 것들을 버리고 가뿐하게 새해 새출발을 할 수 있
도록 해줄 재미난 솔루션 The Gruntminator를 선보였다. 편집기능이 있는 Artcom 홈페이지의 캠페인 페이지에 방문하여 질려서 버리고 싶은 대상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Gruntminator라는 커다란 돼지가 그 사진을 맛있게 먹어 해치우는 맞춤형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동영상은 SNS 공유가 가능하다.

Results: 2주간 웹사이트 방문자수가 11,000회 이상을 기록했고, 7,8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제작됐다. 그 중 3,500개 이상의 동영상이 SNS에 포스팅됐다.

Artcom: The Gruntminator Type: Onlineㅣ Agy: ARTCOM WPㅣ CD: Alexander Ovsyank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69&source=ppt


Challenge: 스웨덴 괴텐베르그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광고 에이전시 Dogwash가 광고제 수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작을 선보이고자 한다.

Solution: 다른 모든 전문직들처럼 광고인들을 광고인들만의 대화법이 있다. 이에 보다 간단명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광고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이모티콘들을 선보였다. 각종 광고 시상식 트로피들은 물론이고 역대급 광고캠페인 캐릭터들, 자주 사용하는 용어 등을 이모티콘화했다.

Dogwash: Advertising Emojis Type: Onlineㅣ Agy: Dogwash Gothenburg Swedenㅣ
CD: Max Hultber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506&source=ppt


Challenge: 첼시 FC가 삼성과의 후원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대기업 스폰서를 찾고자 한다.

Solution: 첼시 후원사의 CEO로서 첼시와 하나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프라이드, 특권 등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전달했다. 영상을 지켜보는 CEO가 주인공이 되어 스폰서십 계약 체결 현장, 미디어 행사 등에 참여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 참관, 선수단 방문, 우승 축하 기
념 이벤트에 참가하여 관심과 환영을 받고, 감격과 기쁨을 나누게 된다. 영상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에는 첼시 티셔츠와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이 함께 들어
있어 소속감을 유도했다.

Results: 서류 가방을 받은 33명의 CEO 모두가 응답을 보내왔고, 입찰 경쟁에 들어 간 10여 개 기업들 중 요코하마 타이어가 후원사로 낙점됐다.

Chelsea Football Club: Get Me A Sponsor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Saatchi & Saatchi Londonㅣ

CD: Franki Goodwin, Will Joh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085&source=ppt


Challenge: 독일의 대표 광고에이전시 융 폰 마트(Jung von Matt)에서 일하고자 하는 러시아 출신 카피라이터 Andrey Tyukavin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끌고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융 폰 마트의 좌우명이 '좋은 광고란 트로이 목마와 같아서 예쁜 선물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데 성공한다'라는 것에 착안, 트로이 목
마 전략을 활용했다. 장레미(Jean-Remy) 융 폰 마트 대표의 아내에게 편지를 곁들인 꽃바구니를 배달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제 아내가 모르는 사람
에게서 꽃을 받으면, 저도 카드를 읽어볼 것 같습니다. 융 폰 마트에서 일하고 싶은 카피라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www.andrew.tj에서 확인해 보
십시오. 추신: 좋은 광고란 트로이 목마같은 거죠...:).

Results: 3일 후에 대표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Andrey Tyukavkin: Flower Power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894&source=ppt


Challenge: 리투아니아의 소규모 광고 에이전시 Milk Agency가 2013 칸느 광고제 참가자들에게 배포되는 잡지에 셀프 프로모션 광고를 싣는다. 어떻게 하면
퍼블리시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를 실을 수 있을까?

Solution: 단순히 에이전시에 대한 소개의 글이나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칸느 광고제에 참가하는 대형 에이전시들과 브랜드들의 관심을
모을 수 없다고 판단, 대의적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규모 독립 에이전시들을 대표하여, 깐느 광고제에 출품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는 참가비를
꼬집으며 대형 에이전시들에게 자기들만의 축제에서 상을 받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소규모 에이전시들도 참가한 가운데 정말 뿌듯하게
황금사자상을 거머쥐라며 다소 도발적인 메세지를 전달한 것. 그래서 캠페인 타이틀도 'Enlarge Your Lion(더 큰 사자상을 받아라)'다. 잡지에 실린 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에서 캠페인 메세지를 확산했고 웹사이트에서는 참가비 현실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 서명을 벌였다.

Results: 서명운동은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캠페인이 크게 확산됐고 slideshare에서는 그 날의 베스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소규모 에이전시들의 깐느 광고제 출품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Milk Agency가 대형 글로벌 브랜
드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itch)에 초대되는 결과를 거뒀다.

Milk Agency: Enlarge Your Lion Type: Onlineㅣ Agy: MILK Vilnius ㅣ CD: Rimantas Staneviciu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162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