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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V 광고는 소비자들이 오메가3 섭취 시
불편함을 느꼈던 요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을 추천하는
스토리를 담아냈다. 특히 일반적인 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카툰 형식을 차용해
소비자들의 주목도와 호감도를 높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은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듯한 연출을 통해 신선함을 제공한다.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젊고 유쾌한 감성을 더했으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브랜드 메시지와 제품의 특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1. 02. 22)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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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가 네이버웹툰
인기작 <유미의 세포들> 컬래버레이션 맥주
‘유미의 위트 에일’을 출시했다.
‘유미의 위트 에일’은 소비자들에게
수제맥주에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6월,
국산 재료와 개성 있는 디자인을 담은 상상
페일에일을 출시해 사랑받고 있는
핸드앤몰트가 누적 조회수 30억뷰의
네이버웹툰 인기작 ‘유미의 세포들’과 협업해
탄생한 밀맥주다.
출처 : 데일리경제 (2020. 10. 08) 안기정 기자

사진 : 핸드앤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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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례 열 컷 웹툰에 담은지 3년째…
“무조건 참지 말고 잘 싸워야 잘 삽니다”
변호사이자 웹툰 글 작가 최유나 “부부간의 갈등 해결
돕고 싶어... 내달 300화로 시즌 1 마무리해요”
출처 : 조선일보 (2021. 06. 08) 최연진 기자
사진 :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 웹툰 중

아이 키우는 아빠의 육아기 그린 인기웹툰
‘닥터앤닥터’
아이 키우는 아빠의 육아기 그린 인기 웹툰 ‘닥터앤닥터’
이대양씨 200회 연재… 최근 단행본 출간
출처 : 조선일보 (2021. 06. 02) 최연진 기자
김연정 객원기자, 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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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9천만원짜리 기재부 홍보 웹툰,
10만점에 5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연재한 브랜드 웹툰이
평균 5점대의 별점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 중인 ‘야옹이’작가도
소용없없다.
기재부 사무관과 작가 지망생의 로맨스라는
스토리에 무리한 정책 홍보가 더해지며 부실하단
평가가 빗발쳤다.
지난해 정부부처가 스타 웹툰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웹툰은 총 4건이다. 그 중 보건복지부의
금연웹툰처럼 호평을 받은 사례도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1. 04. 19)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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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던전오브다단계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광고 등으로
접할 수 있는 '다단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웹툰

2. 조선왕조실톡
웹툰 <조선왕조실톡>은 어느 날
메신저로 찾아온, 조선시대 임금들의
역사속 이야기.
출처 : 웹툰가이드 리뷰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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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주호민 작가 (

,

등)

손제호 작가 (

,

등)

최종훈 작가 (

등)

이광수 작가 (

,

등)

이말년 작가 (

등)

박용제 작가 (

,

등)

등)

SIU 작가 (

)

최규석 작가 (

,

박바퀴 작가 (

등)

마인드C 작가 (

야옹이 작가 (

등)

이나래 작가 (

등)

츄카피 작가 (

등)

기안84 작가 (

,

이동건 작가 (

등)

억수 작가 (

등)

,

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