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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촉발시킨 캠페인



Challenge: 인기 카드게임 Cards Against Humanity는 특유의 유머를 살려 그동안 재미나고 기발한 캠페인을 선보였다. 그런 Cards Against Humanity가 보기
에 새 대통령 당선 이후 크리스마스에 나라 분위기가 영 우울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억눌린 듯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캠
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olution: 미국을 구할 캠페인 'Cards Against Humanity Saves America'를 런칭했다. 먼저, 회사 수신자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15달러를
송금하면 총 6개의 깜짝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6개의 깜짝 선물의 내용은 하루에 하나씩 차례대로 밝혀진다. 첫 번째, 캠페인을 통해 거둬들
인 225만 달러중 일부 금액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 트럼프가 그 땅만큼은 장벽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편물
에는 매입한 땅의 지도와 장벽 설치 반대를 약속한 증서, 변호사가 작성한 편지, 이번 토지 매입과 관련된 주제의 Cards Against Humanity 카드
등이 동봉돼 있다. 둘째 날, 온갖 안 좋은 뉴스에 지친 이들을 위해 일년간 광고 없이 좋은 뉴스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The Good News
Podcast'를 시작했다. 셋째 날, 미국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캠페인으로 거둬들인 돈에서 25만 달러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했다. 넷째
날, NGO 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10만 달러 상당의 책, 현장 학습, 준비물 등을 제공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인의 생
각과 심리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원하여 의미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이너리그 베이스볼팀을 후원해 이들이
사용하는 경기장 이름을 'The Cards Against Humanity Baseball Place'로 바꾸며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데 일조했다.

Results: 캠페인 참여 가능 자리 15만 개가 10시간 만에 매진됐고, 3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CNN, TIME 등 유력 언론사들이 캠페인을 기사화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트렌딩 토픽이 됐다. 캠페인 영상이 공개 첫 날에 유튜브 트렌딩 영상 1위 자리에 올랐고, 그 이후 캠페인 기간에 150만 뷰
를 기록했다.

Cards Against Humanity: Cards Against 
Humanity Saves America 

Type: Otherㅣ Agy: -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70&source=ppt


Challenge: 핀란드 구세군(Salvation Army)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약 93만 유로의 기부금을 받았다. 어린 자녀를 둔 핀란드 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100만 유로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어린 아이들 셋이 눈사람을 만들며 놀고 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엄마들이 하나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끝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는 아이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 추위 속에서 괜시리 눈사람만 만지고 있다. 'Dinnertime'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밥먹을 시
간이 되면 엄마가 밖에서 놀고 있는 자녀를 부르는 익숙한 광경에서 착안해 제작됐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캠페인 영상은 마지막에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하는 구세군 웹사이트를 안내한다.

Salvation Army: Dinnertime Type: Otherㅣ Agy: Make it Simple Oy (Finland) l CD: Jarkko Tuuri, Jukka Manni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46&source=ppt


Challenge: American Cancer Society(ACS, 미국 암협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후원금 모금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암환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과 그 이후를 걱정하며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암환자의 고백이 담긴 캠페인 영
상이 공개됐다. 실제 암환자였던 배우는 자신이 암으로 죽었을 때 가족에게 불어닥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ACS에 도움을
요청한 후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희망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암을 극복한 사람이 ACS가 암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24시간 헬프라인, 무료 병원 왕복 교통수단, 보험 카운셀링,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진료소 인근 무료 숙박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던 때를 회상한다. ACS는 이밖에도 인쇄매체, SNS, 라디오,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원자 모집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The American Cancer Society: Plan Of Attack 
Type: Otherㅣ Agy: The Richards Group (United States) 

l CD: Lynda Hodg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06&source=ppt


Challenge: 다운증후군 환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의 출산률이 예상보다 30% 줄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출산률이 0에 가
까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운증후군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주택, 교육을 비롯해 그 밖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서 점
점 소외되고 있다. 이에 캐나다 다운증후군 협회(Canadian Down Syndrome Society, CDSS)가캐나다 다운증후군 주간을 맞아 대중들의 관심과
기부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

Solutio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목록인 '적색 목록(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다운증후군 환자를 포함시킬 것
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인간 최초로 적색 목록에 올라가게 된다. 캐나다 다운증후군 협회는 종족 개체수가 줄고, 서식
지를 비롯한 기본 생활 요건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멸종위기 동물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캠페
인 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과 포스터에서는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북극곰, 바다거북, 코뿔소 등 멸종위기 동물 옷차림을 하고서 밝은 분위기 속에
캠페인 지지를 호소한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보호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현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
부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적색 목록 신청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진행중이다. 청원 결과는 내년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CDSS: Endangered Syndrome Type: Otherㅣ Agy: FCB (Canada) l CD: Andrew Macphe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98&source=ppt


Challenge: 영국의 소아암환자 돕기 단체 Children with Cancer UK가 소아암 치료를 위한 연구비 마련을 목표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소아암 병동에는 소아암에 걸렸던 어린이가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쳤을 때 울리는 종이 설치돼 있다. 종을 울리며 아이와 가족, 그리고
료진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소아암 환자들이 이 종을 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소아암 환자
10명 중 2명은 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런칭된 OOH 캠페인 'Ring the Bell(종을 울려주세요)'은 대중들의 소아암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옥외광고대를 통해 진행됐다. 광고대 앞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캠페인 웹사이
트에 접속해 마치 종을 치듯 스마트폰을 흔들면, 종을 흔들고 기뻐하는 과거 소아암 환자들의 실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광고대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광고대에는 참여해준 시민의 이름을 직접 넣은 감사의 메시지도 뜬다. 또,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카드로 기부금을 납부
할 수 있다. Children with Cancer UK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Children With Cancer UK: Ring The Bell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United Kingdom) l CD: Ric Alber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50&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소아 환우 돕기 단체 SickKids는 일년 전, 소아 전문 병원을 새로 짓기 위해 캐나다 의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3억 달러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했다. SickKids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토론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성격과 취미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들이 모두 SickKids의 새 병원 짓기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개를 사
랑하는 사람들, 왼손잡이들, 마라톤이 취미인 사람들, 코스프레를 즐기를 사람들, 권투가 취미인 사람들, 패셔니스타 등등 사람들을 취미와 성향에
분류하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없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모금 캠페인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다. 영상에 등장하는 유명 배우는 SickKids 환우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토 사람들을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 호명하며, 함께 크루(crew)로 일하자고 외쳐 영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각 집단의
0리더들로는 실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등장시켜 캠페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Sickkids Foundation: Join Your Crew Type: Otherㅣ Agy: Cossette () l CD: Jaimes Zentil, Craig Mcintos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14&source=ppt


Challenge: 바이오텍기업 Sanofi Genzyme이 9월 18일 최초의 아토피 피부염의 날을 맞아 아토피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중들이 기부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잃어버려야 하는 아토피 환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공감하게 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90년대 아름답고 행복했던 꽃다운
젊은 시절을 보낸 여성은 아토피를 앓고부터는 괴로움에 소중한 나날들과 마땅히 누려야 할 추억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다. 그러나 Sanofi Genzyme은 이렇게 소중한 시절을 빼앗긴 아토피 환자들에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날이 생겼다고 한다. 바로, 9월 18일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아토피 치료제 개발이 더욱 앞당겨지길 Sanofi Genzyme는 바란다. 대중들은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글
로벌 기관인 Global Skin에 1달러씩을 기부함으로써 아토피 퇴치에 일조할 수 있다.

Sanofi Genzyme: Atopic Dermatitis Day Type: Otherㅣ Agy: Havas (United Kingdom) l CD: Tom Richard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81&source=ppt


Challenge: 여성보호단체 Women's Aid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영국 아동 및 10대 청소년 16만 명이 집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다. Women's Aid
는 부부간 가정폭력의 숨겨진 피해자인 자녀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부족한 보호시설 및 관련 인력 보충을 위한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영화관 상영용 영상을 제작했다. 영화관은 미성년자가 폭력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등급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16만 명은 매일같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영상은 사소한 아내의 질문에서 비롯된 남
편의 심각한 물리적 폭력 현장을 편집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18세 미만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라 끔찍한 장면은 삭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마음을 괴롭히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편집본으로 보기에도 힘들고 괴로운 장면을 어린 자녀들은 현장에서 무삭제본으로 목격한다. 영상
속 아이도 그러하다. 영상은 캠페인 웹사이트를 안내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독려한다.

Women's Aid: 160,000 Children Type: Otherㅣ Agy: WCRS (United kingdom) l CD: Christopher Ringse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59&source=ppt


Challenge: 러시아에는 4천 명의 어린이들이 수포성표피박리증이라는 희귀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포성표피박리증은피부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
으로, 주로 손발과 팔다리의 피부가 아주 가벼운 터치에도 쉽게 상하여 고통스러운 물집이 생기고 감염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10만 명의 한 명꼴
로 이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공을 갖고 놀지도 못하고, 엄마와의 따뜻한 포옹조차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에 희귀
난치병 어린이 재단 BELA Fund가 수포성표피박리증 어린이 환자 돕기를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비접촉식 카드 결제 기술을 선도하는 마스터카드와 시티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한 캠페인 포스터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터치 없이 아이들
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컨택트리스(contactless) 결제 기술이 내장된 캠페인 포스터에는 어린이 환자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이
포스터 위에 신용카드를 직접 터치하지 않고 공간을 띄워 카드를 대면 100루블이 자동 기부된다.

Results: 1주일만에 기부금 액수가 지난 해 동기 대비 144% 증가했고, 캠페인 영상이 450만뷰를 기록했다.

BELA Fund: The Untouchables Type: Online ㅣ Agy: Publicis (Russia) l CD: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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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파킨슨병은 노인들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다. 호주에서는 하루 평균 3명꼴로 40세 미만의 인구 중에서 파킨슨병에 걸리고 있다. 세계 파킨슨병
의 날을 맞아,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파킨슨병 관련 단체 Parkinson's New South Wales가 파킨슨병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리
고, 기부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노인과 젊은 여자가 손을 맞잡고 있다. 맞잡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여자가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누구나 영
상을 보며, 노인의 파킨슨병을 단정짓는다. 그러나 곧이어 둘이 잡은 손을 놓자 손을 떨고 있는 것은 젊은 여자임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파킨슨병
은 노인에게만 찾아온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젊은 나이에 안됐다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부 참여를 이끈다.

Parkinson's NSW: The Hold Type: Other ㅣ Agy: J. Walter Thompson (Australia) l CD: Paul Cogh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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