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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캠페인



Challenge: 싱가포르 통신정보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밝고 코믹한 분위기의 2분짜리 뮤직비디오를 제작, 공개했다. 사스
전염병 당시 개인 위생 홍보 영상에 출연해 랩을 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TV 시트콤 캐릭터 Phua Chu Kang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도 랩과 춤을 선보이며,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자세로 접종을 미루는 사람들에게 정부를 믿고 접종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Results: 4일 간 유튜브 조회수 17만 뷰를 기록했다.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GotMyShotSG

Type: Filmㅣ Agy: Tribal Worldwide Singapor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133&source=ppt


Challenge: 영국 NHS(국가보건서비스)가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팬데믹의 유일한 탈출구는 백신 접종이고, 음모론과 두려움이 백신 접종에 방해
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9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교통안전 캠페인 'Dumb Ways to Die'의 캐릭터와 노래를 빌려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색한
'Dumb Ways to Spread'를 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패러디들은 많았지만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한 패러디는 Dumb Ways to Spread가 처음이다. 가사를
개사하고, 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Dumb Ways to Spread는 친숙한 멜로디와 특유의 다크 코미디로 백신 접종을 회피하고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확산시키는
어리석은 방법들을 나열한다. 동영상 외에도 SNS 유저들이 영상에 등장하는 민폐 캐릭터들에 이름을 붙이는 SNS 캠페인도 진행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릴
(Reels) 기능을 활용해 유저들이 실제로 접종을 거부하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며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에다가 Dumb Ways to Spread 노래를
입혀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6만 뷰를 기록했다.

NHS: Dumb Ways To Spread Type: Filmㅣ Agy: 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67&source=ppt


Challenge: 전 세계 수십만 의료진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브랜드들이 TV 광고,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포스팅 등을 통해 감사
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24시간 병원에 매여 있는 의료진이 그 메시지들을 볼 시간은 사실상 없다.

Solution: 페이스북이 직접 국민들의 감사의 메시지를 의료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얼굴에 착용하는 고글, 마스크 등 보호장비에 피부가 짓눌리
는 아픔을 경험하는 의료진들이 얼굴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일회용 밴드에 감사 메시지를 적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저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유저들이 작성한 메시지들을 수합해 일회용 밴드에 안전하게 프린트했다. 이렇게 제작된 일회용 밴드는
대한민국 총 40만 명의 의료진들의 손에 전달됐다.

Results: 총 1,530개의 메시지를 수합했다. 캠페인 영상이 조회수 410만, 좋아요와 댓글 1만6천 개를 기록했다. 캠페인 선호도가 평균보다 7.5배 상승했다.

Facebook: The Cheering Bandag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Innocea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75&source=ppt


Challenge: 유니레버가 파키스탄 독립기념일과 세계 마스크 주간(World Mask Week)을 기념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독립기념일을 축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독립기념일에 파키스탄 국가가 전국에 울려퍼진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음껏 국가를 부를 수가 없다. 그
래서 유니레버는 파키스탄의 유명 가수 Shehzad Roy와 합창단이 마스크를 쓴 채로 국가를 부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물론 마스크 때문에 평소보다 노래 소
리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위기 때 부르는 국가라 분위기는 오히려 더 장엄하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유니레버는 이번 영상을 통해 파키스탄 국민에게 국가를 위
해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Results: 파키스탄 정부 인사들이 이번 동영상을 리트윗했고, SNS에서 상당한 유기적 검색률을 기록했다.

Unilever: The National Anthem Of Pakistan 
As Sung Through Face Masks

Type: Filmㅣ Agy: BBDOㅣ CD: Zeeshan Parw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18&source=ppt


Challenge: 감기약 Mucinex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Back to Normal is Up to You', 즉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당신에게 달린 문제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아티스트 노마 바
(Noma Bar)와 협력을 통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 컬렉션은 바캉스를 떠나고 싶고, 친구와 커피샵에 가고 싶고, 출근하고 싶고, 콘서트장에 가고 싶은 사람들
에게 각각의 장소를 상징하는 요소를 하얀색 마스크로 표현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디자인이 간략하면서도 창의성이 돋보이는 컬렉션이
다. 아울러 미국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은 플로리다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름철 플로리다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게을리할 것을 우
려해 모래사장에 캠페인 슬로건을 담은 모래성을 쌓아 눈길을 끌었다. 또, Mucinex는 노마 바의 눈에 띄는 아트워크가 프린트된 맞춤형 마스크를 제작해 플로
리다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Mucinex: Back To Normal Is Up To You Type: Printㅣ Agy: McCann Health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93&source=ppt


Challenge: 사회적 거리두기가 팬데믹 확산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캠페인들이 젊은층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광고에이전시
AKQA가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다. 월 게임 이용자 수가 1억4천5백만이 넘는다. AKQA는 마인크래프트가 타깃 오디언
스에게 캠페인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매체로 파악하고, Blockdown Simulator(블록다운 시뮬레이터)라는 무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제작했다. AQKQ
가 이번 캠페인을 위해 만든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중세 시대 어느 마을에서 창궐한 좀비 팬데믹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설정으로, 플레이어들은 즐겁게 게임
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Results: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담화들이 오갔고, BBC를 포함한 여러 국제 언론과 게이밍 블로그들에 캠페인이 소개됐다.

AKQA: Blockdown Type: Onlineㅣ Agy: AKQ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38&source=ppt


Challenge: 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타이항공은 더 이상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방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행부터 떠나고 싶을 회원들을 위해 미리 마일리지를 두둑히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외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일리지를 쌓으란 말인가. #StayHomeEarnMiles 캠페인에 참여하면 가능하다. 캠페인 앱을 다
운로드 받아 위치 추적을 허용한 뒤 자신의 집 위치를 입력하면 집 주변 반경 100미터가 화면에 표시된다. 앱 실행 후 집에 머무는 시간만큼 실시간으로 마일
리지가 축적된다. 설정된 반경 100미터를 이탈하는 즉시 알림이 수신되고, 다시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마일리지 카운팅은 다시 시작된다.

Results: 주요 언론과 업계 관련 언론에서 큰 버즈를 일으켰다.

Thai Airways: Stay Home Miles Exchange Type: Promotion&Event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Chatchai Butsabakor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40&source=ppt


Challenge: 태국의 의류브랜드 GQ Apparel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2미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한다. 여기에 착안해 GQ Apparel은 입기만 해도 2미터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티셔츠와 마스크를 제작했다. 티셔츠와 마스크에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없을 때까지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검
안사들이 직접 인증해서 2미터 내에서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제작됐다. 티셔츠에는 세탁 주의사항이 적혀 있을 자리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프린트했
다. 마스크의 경우, 세척 재활용이 가능한 항균성 소재로 제작됐고, 분말 차단 효과가 있으며, 끈길이 조정이 가능하다. 티셔츠와 마스크 판매 수익은 전액 코로
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및 기타 의료 장비 구입 지원에 사용된다.

GQ Apparel: GQ Limited Distance Edition Type: Design&Brandingㅣ Agy: Rabbit Digital Grou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32&source=ppt


Challenge: 자동차 회사 재규어 랜드로버가 영국 적십자사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

Solution: 영국 적십자사에 신형 랜드로버 디펜더 27대를 비롯해 총 57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제공된 차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국 전국의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스페인, 프랑스, 남아프리카, 호주 등 각 지역 적십자사
에도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다. 신차 런칭 이벤트 연기로 인해 사용 가능하게 된 총 160대 이상이 현재 각국 적십자사에 제공된 상태다. 영국 정부와도 밀접하
게 협력해 연구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3D 모델 및 프로토타입 프린팅,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서비스(NHS)와 주요 병원에 의료진용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를 기부하고 있다.

Land Rover: Land Rover And British Red 
Cross Response To Covid-19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93&source=ppt


Challenge: 미디어회사 ViacomCBS 소속의 MTV, Comedy Central, Paramount Network, CMT, VH1 등 젊은 시청자가 주요 타깃인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들이
공익광고협회 Ad Council과 손잡고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가 고립으로 느껴지거나 우울증을 가져올 거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는 사실
을 일깨울 #AloneTogether 캠페인을 런칭했다. SNS 팔로워 수가 총 5억에 달하는 이들 미디어 브랜드들은 #AloneTogether 콘텐츠를 통해 SNS에서 타깃 오
디언스들에게 접근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유명 아티스트와 셀럽들이 집에서 #AloneTogether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일반인 젊은이들
가운데 외출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의 캠페인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캠페인 콘텐츠들이 다른 매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툴킷을 개발해 ViacomCBS뿐만 아니라 타 미디어 브랜드들과 다양한 매체들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NBCU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경고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들을 제작했다.

Results: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을 사회적으로 타겟팅함으로써 ViacomCBS는 플랫폼간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했습니다. 특히 TikTok 참여자가
27 % 증가했습니다.

ViacomCBS And NBCUniversal: #AloneTogether Type: Onlineㅣ Agy: The Ad Counci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0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