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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 Bar: Raising The Bar

Type: Promotion&Eventㅣ Agy: Caveatㅣ CD: -

Challenge: 초콜릿바 브랜드 Clif Bar는 2004년부터 미국의 삼림보호 기관 American Forests와 함께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Clif Bar
겨울철 에디션을 출시한 Clif Bar는 판매 수익금을 American Forests의 2025년까지 10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다.
Solution: 등산을 간 여자가 잠시 쉬면서 Clif Bar를 한 조각 베어먹으려고 하자 어디선가 바삭하는 큰 소리가 난다.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 번 Clif Bar에 입
을 대자 또 같은 소리가 난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선가 나무 심는 남자가 나타나 여자가 Clif Bar를 입에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분위기를 눈치 챈 여자는
그때부터 빠르게 Clif Bar를 아삭아삭 베어먹고, 남자도 속도에 맞춰 재빠르게 묘목들을 산속에 심는다. Clif Bar 윈터 에디션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10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에 수익금이 기부된다는 메시지를 재미난 영상으로 홍보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47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Kraft Heinz: #SilenceTheRumbl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BBHㅣ CD: -

Challenge: 영국 취학 아동 5명 중 1명꼴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가 있는 아침식사는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영국 전국 학교 교육에 대한 장애
물로서의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 NGO 단체 Magic Breakfast가 위기의 아동들에게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 브랜드 하인즈(Heinz)가 Magic
Breakfast와 장기 협력관계를 체결하며 이를 알리고, 취학 아동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으로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제스(Jess)라는 주인공이 'The Rumble(더 럼블)'이라는 유령 때문에 겁에 잔뜩 질려 등교를 하더니 오전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할 수 없게끔 더 럼블로부터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umble(럼블)'이라는 단어가 '우르렁거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더 럼블'이라는 존재는 배가 고플 때 뱃속에서 나는 소리를 괴물로 표현한 것이다. 마침내 제스는 더 럼블이 괴물이 아니며 배가 고파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안심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나 Magic Breakfast 클럽으로 가게 되고, 하인즈의 No Added Sugar Beanz를 한 접시 먹고 나서야 더 럼블을 잠재우고 행
복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올해 초, 하인즈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아의 위기에 놓인 취학 아동에게 무료 아침식사 1,200만 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Magic
Breakfast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인즈의 고섬유질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 No Added Sugar Beanz는 이미 전국 100개 학교, 10만 명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번 #SilenceTheRumble 캠페인은 Magic Breakfast와의 5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런칭됐다.
자세히보기

Capri Sun: We're Sorry It's Not Juice

Type: Otherㅣ Agy: Mischief @ No Fixed Addressㅣ CD: Marian Mathias

Challenge: 코로나19로 미국에서는 학교 식수대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카프리썬이 새학기 시작에 맞춰 초등학교에 총 500만 개의 생수를 기부하기로 했다.
Solution: 분명 카프리썬 파우치에 음료가 들었는데 맛은 그냥 물이어서 당황하고 실망하는 솔직한 아이들의 반응이 귀여운, 캠페인 영상 'We're Sorry It's
Not Juice'이 공개됐다. 카프리썬이라고 적혀 있고, 익숙한 카프리썬 용기인데 마시면 물이 나와서 적잖이 실망할 아이들의 반응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 그
렇지만 학교 식수대가 사용금지라서 목마를 아이들에게는 분명 고마운 선물이 될 것이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55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Apple: A Climate Change Promise From Apple

Type: Filmㅣ Agy: -ㅣ CD: -

Challenge: 애플은 이미 기업 운영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100%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모든 애플 기기가 생산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순 영향을 제
로(0)로 줄일 것임을 의미한다. 애플은 이제 이러한 대범한 선언을 세상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귀여운 아기가 창가로 솔솔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침대 위에서 곤히 자고 있다. 영상은 아기의 평화로운 모습만을 비추며 자장가 같은 내래이션을
속삭인다. 2020년에 '마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이던(Edan)에게 나긋나긋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2020년생 아기들이 10살이 되는 해에
애플이 모든 것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무언가에 놀랐는지 중간에 살짝 눈을 뜬 아기는 미래를 보호하겠다는 목소리에 안심한 듯 미소를
보이고는 다시 잠에 스르르 빠져든다.
Results: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9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DS Projects: Bought This T-Shirt And Stayed
The F*** Home

Type: Otherㅣ Agy: DS Projectsㅣ CD: -

Challenge: 코로나19로 미국 환대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에이전시 DS Projects는 뉴욕의 생명줄과도 같은 레스토
랑 업계가 실직과 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고,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 레스토랑 구호 기금 Relief
Fund for Restaurants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18-35세 젊은층을 타깃으로 'Bought This T-shirt and Stayed the F* Home'이란 문구를 넣은 티셔츠를 제작했다. '이 티셔츠 사고는 젠장 집에만 있
었다' 정도로 해석되는 문구는 기껏 옷 사가지고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자조 섞인 문구로, 위트로써 타깃 오디언스의 적극적인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티셔츠 외에도 토트백도 제작됐고, 모두 캠페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3월 26일부터 판매된다. 수익금 전액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파트너 레스토랑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들도 SNS에서 이번
캠페인을 돕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자세히보기

Guinness: A St. Patrick's Day Message

Type: Filmㅣ Agy: -ㅣ CD: -

Challenge: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기네스 맥주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아일랜드 최대 축제인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를 맞아 아일랜드 국민들의 사기
를 진작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260년 역사의 기네스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아일랜드 사람들이 합심할 때 얼마나 강한 민족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성 패트
릭 데이는 다른 때와 다르게 다가올지 몰라도 각자 민족 최대의 축제를 어떻게든 즐길 것이다. 이에 기네스는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통해 퍼레이드 없이 집에
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축제를 즐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겁지 말란 법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건강에 반드시 유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브랜드에서 운영 중인 자선기금 Guinness Gives Back Fund를 통해 50만 달러를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64만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Scotiabank: Bank On Equality

Type: Promotion&Event 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

Challenge: 페루의 성별임금격차는 29.6%로 남미에서 가장 높다. 페루 최대 은행 Scotiabank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루의 성별임금격차 줄이기에 나서겠
다고 발표했다.
Solution: 세계 여성의 날에 Scotiabank에 급여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여성 고객에게 페루의 성별임금격차인 29.6%만큼 추가로 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급
형태는 Scotia 포인트다. 추가로 받은 Scotia 보너스 포인트를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율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Scotiabank
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연령, 직업, 교육,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남성 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Results: Scotiabank의 발표 이후 곧바로 버즈를 일으켰다.
자세히보기

Yamaha: I’m A Hero Program

Type: Filmㅣ Agy: AID-DCC Incㅣ CD: -

Challenge: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I'm a HERO'를 런칭한 악기 브랜드 야마하가 콜롬비아의 슬럼가에 살며 가난과 불평등 속에 음악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어린이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해 'I'm a HERO'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콜롬비아 빈민가 어린이 26명에게 베노바(Venova)라는 야마하가 새로 만든 관악기를 제공하고, 6개월 간 악기를 가르쳤다. 대부분 악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베노바를 배웠고, 마침내 콜롬비아 프리미어 축구리그 경기가 있던 날, 26명의 히어로들
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베노바로 국가를 연주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연주를 마친 아이들의 얼굴은 자
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자신 안의 무언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하고
마침내 히어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자세히보기

Mahindra Rise: The Hardest Worker

Type: Otherㅣ Agy: FCBㅣ CD: Robby Mathew

Challenge: 인도 자동차 회사 마힌드라는 CSR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1,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왔다. 대중들에게 이러한 기
업활동을 홍보하고, 식수를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을 알리고자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캠페인 영상부터 친환경으로 제작했다. 폐골판지, 폐지 등으로 촬영 세트 전체를 제작해 만든 스톱모션 영상은 끊임없이 환경을 오염하는 인간과는
달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환경과 인간에게 좋은 것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다. 한편, 마힌드라는 캠페인 배너가 리트윗될
때마다 나무를 심어 SNS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이끌어냈다.

Results: 영상이 유튜브에서 2.5주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Yogobe: Inner Peace

Type: Otherㅣ Agy: Milkㅣ CD: Gunnar Skarland,
Kristofer Salsborn, Malin Saarinen

Challenge: 온라인 요가 사이트 Yogobe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CSR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요가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Yogobe는 1,100만 시리아 난민에 주목했다. 시리아 난민 전체의 1/5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Yogobe는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들 난민을 돕고자 저명한 심리학과 교수와 협력하여 시리아 난민을 위한 무료 요가 클래스
를 개설했다. 가족, 집, 친구, 직장을 모두 뒤로 하고, 그야말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난민들의 어려운 심리상태를 달래고 치유해 줄 맞춤형 클래스가 기대된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