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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자극하는 캠페인



Challenge: 슬로베니아인 한 명이 일 년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68kg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슬로베니아의 식료품 체인점 Spar Slovenia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슬로베니아의 유명 쉐프와 손잡고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다. 쉐프는 Spar에서 연간 슬로베니아인 한 명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량에 해당하는 68kg
만큼의 식재료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져온 식재료를 가지고 동료 쉐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샐러드 통에 동일하게 담았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샐
러드 통이 총 257개가 나왔다. 즉, 257 그릇의 식사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실험은 음식물 쓰레기 68kg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하기 어려워할 소비자
들의 이해를 돕고자 진행됐다. 한편 쉐프들이 만든 257 그릇의 식사는 한끼 해결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SPAR: Project 68 Kg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DDBㅣ CD: Robert Bohinec, 
Bostjan Napotni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24&source=ppt


Challenge: 2018년에 일어났던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마뉴엘 올리버 부부는 당시 희생을 당한 아들 와
킨 올리버를 추모하며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Change the Ref 캠페인을 결성해 진행해오고 있다. 2020년 미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Change the Ref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강력한 총기규제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Solution: 'The Unfinished Votes(이루지 못한 투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인공지능 기술의 힘으로 재현된 와킨 올리버가 등장해 사람들을 향해 자신
이 끝내 행사하지 못한 투표를 반드시 끝내달라며 간곡히 호소한다. 살아 있었다면 올해 선거권이 주어졌을 와킨은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 또래의 청년 유권자
들에게 선거 등록 웹사이트를 안내하며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라고 말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6만 뷰를 기록했다.

Change The Ref The Unfinished Vote Type: Filmㅣ Agy: McCann Healthㅣ CD: David Gaddi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17&source=ppt


Challenge: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미국 NGO 단체 RepresentUs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주의 보호의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딥페이크 기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 연설을 하는 장면을 완성시킨 TVC 캠페인을 제작했다.
'Dictators(독재자들)'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딥페이크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자신들이 손을 전혀 대지 않아도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Results: 유뷰트에서 3주간 'Dictators - Kim Jong-Un' 영상이 39만 뷰, 'Dictators - Vladimir Putin'이 18만 뷰를 기록했다.

RepresentUs: Dictators Type: Filmㅣ Agy: Mischief @ No Fixed Addres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04&source=ppt


Challenge: 글로벌 팬데믹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사기 전화가 극성이다. 55세 이상 캐나다인의 91%는 자신이 사기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캐
나다의 금융기관 HomeEquity Bank가 사기 전화를 제때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Catch The Scam'이란 제목의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와 마스터 클래스를 런칭했다.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이번 시리
즈의 진행자는 다름아닌 희대의 사기꾼에서 세계적 수준의 보안 전문가가 된 인물 프랭크 W. 애버그내일(Frank W. Abagnale)이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캠페인 영상에서 '요즘 사기수법이 고도화되어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즘 캐나다에
서는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55세 이상 인구 세 명 중 한 명꼴로 사기수법에 걸려든 적이 있다고 한다. 'Catch The Scam'은 HomeEquity
Bank의 타깃 오디언스인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로맨스 사기', '복권 사기', '조부모 사기', '캐나다 국세청 사기'
등 가장 흔한 사기 유형별로 콘텐츠가 꾸며진다.

HomeEquity Bank: Catch The Scam Type: Onlineㅣ Agy: Zulu Alpha Kiloㅣ CD: Irfan Kh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68&source=ppt


Challenge: 세계적인 물 기술 기업 Xylem이 전세계적인 물부족 사태 문제에 대해 대중들이 경각심을 갖게 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자연보존의 날(World Conservation Day)를 맞아 공개한 영상 'The End of Football(축구의 마지막)'은 Xylem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열혈팬이었던 소녀가 2045년이 되어 물부족 사태 때문에 겪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
렸다. 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녀가 2045년이 되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는 극심한 물부족과 가뭄으로 축구 경기장들이 폐쇄를 앞
두게 됐고,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들과 함께 맨시티의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맨시티 선수 필 포덴이 2045년 맨시티 감독으로 출
연했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88만 뷰를 기록했다.

Xylem: The End Of Football Type: Filmㅣ Agy: Brav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24&source=ppt


Challenge: 필리핀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 필리핀 사람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데이터
의 진위를 가려낼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Solution: 필리핀 기자 협회(NUJP)가 미디어 자유 및 책임 센터(CMFR)와 손잡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가짜뉴스의 확산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필리핀
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 정도가 팬데믹(pandemic)에 가깝다고 판단한 NUJP는 각종 병균을 옮기는 파리를 캠페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제작했다.
수천 개의 가짜뉴스 헤드라인으로 이뤄진 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된다. 또한, 18개월
동안 가짜뉴스의 공통 분모들을 추적해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챗봇을 개발해 유저들이 의심되는 링크나 뉴스, 또는 리뷰가 필요한 기사 등을 보
내 가짜뉴스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NUJP: #StopTheSpread Type: Online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50&source=ppt


Challenge: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양 사람들이 항상 소비하는 칠면조의 경우, 남미의 벌목한 땅에서 재배한 콩을 사료로 한다. 유럽으로 수입되
는 콩의 90%가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영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콩의 50% 이상이 가금류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영국
인들에게 육식이 삼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그린피스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저녁식사를 애써 준비하는 사람들을 굳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봤자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공격의 대상을 칠면조로 제한했다. 영국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탠딩 코미
디 배틀인 로스트 배틀(roast battle)의 형식을 빌어, 감자 인형을 뒤집어쓴 코미디언과 칠면조 탈을 쓴 코미디언이 무대에 등장해 살벌한 코미디 배틀을 벌이
는 영상을 제작했다.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는 입담에 관객은 환호를 하고 분위기는 과열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감자가 칠면조와 사료, 그리고 삼림파괴
에 관련된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을 터뜨리면서 감자의 KO 승으로 막을 내린다. 그린피스는 이 영상을 통해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이 불편한 진
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칠면조 소비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SNS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캠페인 소식을 다루고 있다.

Greenpeace: The Ultimate Roast Battle Type: Filmㅣ Agy: Nice and Seriousㅣ CD: Peter Lark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272&source=ppt


Challenge: 학교 총격사건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NGO 단체 Sandy Hook Promise가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총기로부터 보호하
자는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Back-to-School Essentials'란 제목의 영상은 처음에는 새학년을 맞아 엄마가 챙겨주신 가방과 학용품을 들고 희망과 기대에 찬 아이들의 모습을 경
쾌한 음악과 함께 보여준다. 하지만 갈수록 영상은 새학기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들이란 것이 학교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총격에 대비해 준비한 것임이 드러나
고, 학교가 아닌 전쟁터에 배치된 듯한 비장한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음악도 어두워진다. 화장실에 숨어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에 너무 무서워 눈물을 흘리며 두눈을 질끈 감는 아이의 모습에서는 시청자 모두가 가슴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내 총격사건이 이제는 '일상'
이 된 건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개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andy Hook Promise는 비극적 사건의 예방을 위해 총격사건의 징후들을 설명하는 캠페인
사이트를 소개한다.

Results: 일주일 만에 조회수 332만 이상을 기록했다.

Sandy Hook Promise: Back-To-School Essential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66&source=ppt


Challenge: 영국 자선단체 The Children's Society가 영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혹독한 현실에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
고자 한다.

Solution: The Sotre of Modern Childhood라는 이름의 상점을 열었다. 이 가게는 가난, 칼부림, 왕따, 성폭력 등 요즘 영국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상징하는 '상품'들을 구비한 곳이다. 상품에는 방검조끼, 스스로를 폄하하고 미워하는 메시지들로 가득찬 공책, 멍을 감춰주고 불안과 염려를 가려주는 컨실러,
왕따 메시지가 적힌 폰케이스 등이 있다. 각 상품들은 화장품, 의류, 문구류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 컴퓨터/전자 제품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감시와 간섭을 피해 마음대로 채팅하고, 이미지와 동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이어지는 모바일 앱 'Grooma_'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상점에는 이런 충격적이고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The Gallery of Optimism'라는 코너에는 방문객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줄 조명, 색상, 메
시지들로 가득찬 피티룸이 갖춰져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예술 전시품과 음악을 통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희망과 기쁨, 용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The Children's Society: The Store Of 
Modern Childhood

Type: Outdoorㅣ Agy: W Communication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77&source=ppt


Challenge: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인도를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가장 심각한 우울증 케이스들 중 하나가 '스마일링 우울증(smiling
depression)'이라고 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외관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이다. 스마일링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
살을 선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Solution: 우울증 관련 NGO 단체 The Minds Foundation이 스마일링 우울증을 미소 뒤에 숨어 사람을 조종하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묘사하고, 사실상 이 웃음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뜻의 '킬러 스마일(Killer Smile)'이라는 타이틀로 포스터 캠페인을 런칭했다. 환한 미소를 띈 사람들의 얼굴이지만 그 안을 들여
다보면 여러 형태의 악마들이 똬리를 틀고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고는 겉으로는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들어낸다. 다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비주얼
의 포스터를 통해 The Minds Foundation은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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