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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ce Casa Sperantei: See Beyond The ICU

Type: Onlineㅣ Agy: Cheilㅣ CD: Mihai Gongu

Challenge: 루마니아의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느라 수백 명의 말기 암환자들을 치료 계획이나 치료제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완
화치료를 제공하는 NGO 단체 Hospice Casa Sperantei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 모두가 코로나19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에 암환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집중치료실 병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360도 이미지들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유저들은 이미지를 360도로 관찰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
해 병상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말기 암환자들은 강제 퇴원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병원 안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3D
로 가능한 현실감 있게 이미지들을 재현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Hospice Casa Sperantei는 3,958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5,049명을 원격 진료했다. 또, 전문가
가 총 1,059회 가정 방문을 실시했고, 690회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자세히보기

United Nations: Missing This Meal

Type: Onlineㅣ Agy: -ㅣ CD: -

Challenge: 2019년에 기아에 시달리는 전세계 인구가 1억3천5백만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올해 그 숫자는 두 배나 증가할 수도 있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
(WFP)은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지금 대중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국제 기아의 날(World Hunger Day)을 앞두고 기부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Solution: 코로나19 확진자가 큰폭으로 늘고 있는 남미 및 카리브 제도 지역의 기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WFP가 도와주지 못하면 약 3천만 명 정도가
기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WFP는 #MissingThisMeal 캠페인을 런칭하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과정을 거꾸로 되감기해 결국 텅 빈 후라이팬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밥 한 끼도 해먹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또, SNS에서는 과거에 먹었던 중요한 식사 사진을 캠
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한 끼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자세히보기

Heinz: Solidary Kitchen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Africaㅣ CD: -

Challenge: 케첩 브랜드 하인즈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에서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하인즈 케첩은 토마토, 설탕, 식초, 소금, 양파, 천연조미료 등 6가지의 100% 자연 성분만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하인즈는 이 여섯 가지 재료를 담은
기부상자를 제작했다. 기부상자는 브라질의 NGO 단체 Gastromotiva에게 전달된다. 'Solidarity Kitchen(연대 주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Gastromotiva
의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하인즈로부터 받은 기부상자 속 재료들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위한 영양가 있고 균형잡힌 식단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International Red Cross: Touched

Type: Promotion&Eventㅣ Agy: Accenture Interactiveㅣ CD: -

Challenge: 국제적십자사가 덴마크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환자와 노인층 등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덴마크 국립미술관, 소비자협동조합 코업(Coop) 등과 손잡고 코로나19 취약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중에도 하나됨을 일깨워줄 예술작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만졌다, 영향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Touched'라는 제목의 이번 프로젝트는 타인과의 물리적인 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양방향 디지털 경험과 타임 캡슐을 이용해 우리의 손을 선한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자신의 손 사진을 찍은 뒤 팬데믹이 삶에 미친 영향을
적은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하면, 현 세대에게는 공감을 선사하고 다음 세대에는 역사의 교훈을 남길 디지털 타임 캡슐 안에 들어가게 된다. 손 사진이 업로드
될 때마다 코업은 적십자사에 5크로네를 기부한다. 한편 덴마크 국립박물관은 세 명의 아티스트와 손잡고 손 사진과 메시지들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작품을 제
작한다.
자세히보기

Camden Town Brewery: Camden Heroes

Type: Onlineㅣ Agy: W+K Londonㅣ CD: Tom Bender,
Tom Corcoran

Challenge: 영국의 맥주 브랜드 Camden Town Brewery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Camden Town Brewery의 클래식 라거 Camden Hells를 Camden Heroes(캠든 히어로)라고 리브랜딩하고, 코로나19 시대의 영웅들인 NHS 소속 의
료진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NHS 소속 직원들이 Camden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NHS 이메일 주소와 캠페인 코드를 입력하면 Camden Heroes 라거 6팩을 증정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총 2만 캔을 의료진들에게 직접 보
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sults: 출시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M&C Saatchi: Conceptual Boredom

Type: Otherㅣ Agy: M&C Saatchiㅣ CD: -

Challenge: 광고에이전시 M&C Saatchi가 영국 코로나19 최일선에 일하고 있는 NHS 소속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런칭하
고자 한다.
Solution: 코로나19 일상을 창작 이미지로 담아낸 포토그래피 프로젝트 Conceptual Boredom을 런칭했다. Conceptual Boredom은 M&C Saatchi의 크리에이
티브 팀이 직접 제작한 포토그래픽 시리즈로 봉쇄령 기간 동안의 삶의 지루함을 관념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들이다. 청소기, 후라이팬, 달걀, 침대 등 집안에
항상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초현실적인 시나리오와 형태들을 만들었고, 강렬한 색상과 약간의 빈티지스런 스타일로 우울감과 향수, 그리고 유머를 동시에 표
현했다. 추상적이지만 집콕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에이전시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펀딩 사이트 GoFundMe에서 기금을 모아
지루할 틈 없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NHS 의료진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Talitha Kum: Super Nuns

Type: Filmㅣ Agy: Edelmanㅣ CD: -

Challenge: 탈리타 쿰(Talitha Kum)은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 구출, 생존자 재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세계 수녀들의 단체다. 20년간 70개국 2천 명의 규모
로 성장한 탈리타 쿰은 그동안 15,000명을 인신매매로부터 구출했다. 이제, 생존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새 후원자들을 유치
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한 시기다.
Solution: 유명 스트릿 아티스트 ESPO, 일본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마쓰모토 레이지 등과 손잡고 'Super Nuns'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들 아티스트들은 2009년
부터 계속된 탈리타 쿰 수녀들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아 팬아트를 제작했다. ESPO의 경우, 브루클린에 벽화로 팬아트를 남겼다. 앞으로 매달 아티스트의 사인
이 들어간 팬아트 포스터 10장을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랜덤 발송할 예정이다. 후원자 기부금은 전액 탈리타 쿰 지원에 사용된다.
자세히보기

Lancia: What A Wonderful Word

Type: Onlineㅣ Agy: WPPㅣ CD: Antonio Di Battista, Raffaele Bisio

Challenge: 이탈리아의 자동차 브랜드 Lancia는 여러해 동안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브랜드다. 특히, 여성암 환자
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투지와 희망을 불어넣는 캠페인을 여러차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Lancia가 이번에는 아름다운 말
들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여성암 치료 연구를 지원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최초로 상냥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토대로 기부를 진행하는 모금 캠페인 'What a Wonderful Word'를 런칭했다. Lancia는 SNS의 자사 브랜드
채널에 매일 올라오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들을 골라 총 개수를 센 결과대로 여성암 연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ancia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
북에 캠페인 동영상을 올려 버즈를 일으킴으로써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보기

Apple: 103 Years Of National Parks

Type: Outdoorㅣ Agy: -ㅣ CD: -

Challenge: 애플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US National Park Service) 창설 103주년을 기념해 미국 고객들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을 즐기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애플 페이, 애플 뮤직, 팟캐스트 등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애플 스토어,
앱스토어와 애플 홈페이지에서 애플 페이를 통해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처음 총 10만 건에 한해 애플이 국립공원관리청에 10달러씩을 기부한다. 애플의 기부
금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애플 뮤직의 경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
고, 팟캐스트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인들과 하이커들이 진행하는 국립공원 관련 콘텐츠를 도입한다. 애플 북스도 미국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책들을 컬렉션으로
묶어 'Our National Parks'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여행 계획 가이드용 어플도 앱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월 25일이 되
면, 전세계 애플워치 유저들 중 최소 3마일을 걷거나, 뛰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한 유저들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100주년 메시지를 담은 이
모티콘과 상을 받는다.
자세히보기

Ponle Corazon: The Most Aired Campaign

Type: Onlineㅣ Agy: Fahrenheitㅣ CD: Sergio Franco Tosso

Challenge: 매년 페루 소아암 재단(Ponle Corazon)은 TV 광고로 기부를 홍보하고 있지만 미디어 예산 부족으로 TV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심야에만 광고를
내보냈고, 따라서 효과도 미미했다.
Solution: TV 광고주들에게 특별한 형태의 기부를 요청했다.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프라임타임 TV 광고들의 약 3초의 분량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Ponle
Corazon은 각 광고들의 오리지널 버전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 약 3초 정도만 광고모델들이 기부를 하는 장면을 만들어 넣었다. 시청자들은 오리지널
버전과 기부 장면이 들어가는 장면을 비교해 보는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기부 캠페인 메세지를 접하게 된다.

Results: 160만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기록했다. 코카콜라, 페루 대통령 등 다른 여러 브랜드들과 인사들이 캠페인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여줬다. 전년
대비 기부금 액수가 60% 상승하며 재단 역사상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 됐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