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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캠페인



Challenge: 음식배달업체 DoorDash가 첫 슈퍼볼 TVC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들과 배우 데비드 딕스가 출연한 'The Neighborhood'라는 제목의 영상은 DoorDash가 소비자와 음
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권까지 생각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영상을 통해 DoorDash는 소비자들에게 NGO 단체인 Sesame Workshop의 글로벌 교육 미디어 및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에 함께해줄 것
을 권유하고 있다. 현재 상인 및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DoorDash는 앞으로 음식 배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1달러를 Sesame Workshop에 기부한
다.

Results: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79만 뷰를 기록했다.

DoorDash: The Neighborhood Type: Filmㅣ Agy: The Martin Agenc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72&source=ppt


Challenge: 마요네즈 브랜드 Hellmann's가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외계층에 식사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닌텐도 동물의 숲과 협업을 통해 Hellmann's가 동물의 숲에 자체 섬을 만들었다. 동물의 숲 유저들은 이 섬에서 나오는 가상 음식물 쓰레기(썩은 순
무)를 영양가 있는 진짜 식사로 바꿀 수 있다. 유저들이 썩은 순무를 기부할 때마다 Hellmann's가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영국 최대 푸드뱅크
인 FareShare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돕고자 영국 국민 배우이자 동물의 숲 유저인 스티븐 프라이가 홍보대사로 나서 동물의 숲을 통한 기부
를 홍보함과 동시에 유저들이 각자 가정에서 남는 음식과 식재료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한다

Unilever: Hellmann's Island Type: Promotion&Event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63&source=ppt


Challenge: 펩시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해온 뉴욕의 '보데가(bodega: 히스패닉이 운영하는
작은 식품잡화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뉴욕 브롱스 출신으로 보데가와 친숙한 코미디언 Desus Nice, 작가 The Kid Mero와 함께 보데가 중 하나인 Jin Corp Deli and Grocery를 찾았다.
1990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어려운 형편에 Jin Corp Deli and Grocery를 차린 뒤 30년을 운영해 온 후앙은 아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
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고마움을 가득 담은 단골 고객들의 진심어린 증언들도 등장한다. 후앙은 올해 아버지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다. 그는 아버지의 장
례를 치르는 며칠간만 가게 문을 닫았을 뿐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문을 제발 닫지 말아달라는 단골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Desus Nice와 The Kid Mero는 펩시를 대신해 감사 편지를 전하며, 일 년 임대료 무료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펩시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영상의 말
미에 뉴욕 거주자들에게 지역사회 보데가의 사연을 SNS에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378만 뷰를 기록했다.

Pepsi: The Bodega Giveback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44&source=ppt


Challenge: 싱가포르 이동통신사 Singel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 선보이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의 캠페인 영상에서 올해는 벗어나 코로나19로 자주 만날 수 없
는 자녀들과 모바일 통신을 하는 것도 버거워 하는 노인들을 위한 CSR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Singel이 봉쇄령 기간에 친구들이나 가족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했다. 소개 영상에는 세 명의 노인
이 등장해 Singtel이 봉쇄령 기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취미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법
을 배웠고, 할아버지는 줌으로 영상통화 하는 법을 배웠다. 또 한 할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출입 명단을 확보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TraceTogether 앱 사용법
을 속성 코스로 익혔다.

Results: 6일간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했다.

Singtel: Seniors Go Digital Too!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90&source=ppt


Challenge: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했고, 힘겨운 소식들을
매일 같이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작은 협조와 선행의 제스처가 빛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브라질 리우
드자네이루의 슈퍼마켓 브랜드 Mundial 역시 그러한 빛나는 선행에 동참하고자 한다.

Solution: 20만 장의 Mundial 슈퍼마켓 전단지 표지를 선행 독려에 활용했다. 전단지 표지에 기존에는 할인 정보가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표지에는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해 생필품 쇼핑도 제대로 못나가는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신청서가 프린트돼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 중 봉사자로 나서고 싶은 사람이
이름과 동호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그걸 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연락해 쇼핑 목록을 제공하면 된다.

Results: 전단지 배포 첫 주에 SNS 언급횟수가 48% 증가했다.

Mundial: Supermarket Aid Flyer Type: Printㅣ Agy: 3AW Brasilㅣ CD: Pedro Portuga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85&source=ppt


Challenge: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가 가축에서 비롯된다. 소의 경우,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버거킹이
과학자들과 손잡고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소를 위한 새로운 식이요법을 개발해 테스트 중이다. 1차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 식이요법을 적용한 소의 하루 평
균 메탄가스 배출량이 최대 33% 감소했다. 버거킹은 홀로 소의 메탄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급업자, 농민, 기
타 식품 브랜드들이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Solution: 연구결과를 공개한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1차 연구결과의 상세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월 14일부터 마이
애미, 뉴욕, 오스틴, 포틀랜드, LA에 있는 일부 버거킹 매장에 메탄 배출량을 줄인 소로 만든 와퍼 메뉴 'Reduced Methane Emissions Beef Whopper'를 출시한
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캠페인 영상에는 월마트 요들 키드(Walmart yodel kid)로 유명세를 얻은 메이슨 램지가 출연해 소가 방귀를 끼고, 트름을 하며,
똥을 싸는 것이 그저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하나라고 노래한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23만 뷰를 기록했다.

Burger King: Reduced Methane Whopper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e Believer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52&source=ppt


Challenge: 질레트가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전국의 이발사들을 돕기 위한 CSR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대중들은 곧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이발사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그동안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래서 질레
트는 우선적으로 전국 5만 명의 이발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보험, 위생 안전 키트, 안전 교육 비디오 등을 제공하는 'Gillette Barber Suraksha Programme'
을 런칭했다. 먼저, 질레트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이발소 경험을 위한 안전 및 위생 대책에 관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로부터 이발사와 손님을 안전하게 지켜줄 각종 아이템, 예를 들어 안면보호대, 소독제 등과 두 달치 질레트 제품 등으로 구성된 키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발사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이 3주간 유튜브 조회수 1,964만 뷰를 기록했다.

Gillette Barber Suraksha Programm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09&source=ppt


Challenge: 휴지 브랜드 Brawny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진정한 히어로 찾기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8명의 히어로들을 소개하는 감동적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용돈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7
세 어린이도 있고, 같은 처지의 싱글맘들을 위해 생필품 패키지 1천 개 이상을 만든 싱글맘, 노숙자들을 위한 이동식 세면대 수십 개를 제작한 남자 등이 있다.
Brawny는 'Giants Take Action'이란 이름의 캠페인을 TV와 SNS를 통해 런칭하며, 이웃의 진정한 히어로들을 추천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Brawny는
심사를 통해 히어로들을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Results: 6일간 유튜브 조회수 10만을 기록했다.

Brawny: Giants Take Action Type: Promotion&Eventㅣ Agy: JOAN Creativeㅣ CD: Sarah Collin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06&source=ppt


Challenge: 꿀벌들이 식물의 수분활동을 도와주는 덕에 인류의 식량 1/3이 생산된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스웨덴 야생벌의 30%가 사라
질 위기에 처했다. 스웨덴 일부 매장 옥상에 벌집을 설치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맥도날드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한다.

Solution: 기존에 설치해 놓은 옥외광고대 뒷면에 꿀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벌들은 벌집이 남쪽을 향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에 착
안해 북쪽을 향한 옥외광고대의 뒷면에 꿀벌 호텔을 장착했다. 이제 스웨덴에서 맥도날드의 옥외광고대는 꿀벌 호텔 겸용이 됐다.

Mcdonald's: Billboard Hotels Type: Outdoorㅣ Agy: NORD DD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17&source=ppt


Challenge: 난민들이 타국에 처음 도착하면 숙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불법이민자 처지가 되어 체류할 곳을 마련하기 어렵고, 겨우 마련한다 하더라도 집주
인의 편견과 외국인 혐오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Solution: 이케아가 영업시간이 끝난 뒤 매장을 난민들에게 무상 제공해주는 'IKEA Store House'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제 많은 난민들이 적어도 잠자리에서만
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Ikea Store House: A Place Where Refugees 
Can Dream At Night

Type: Outdoo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1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