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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베스트 캠페인



Challenge: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살충제 및 세제 제조사 Standard Finis Oil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방글라데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Standard Finis Oil이 런칭한 #NotHerJobOnly 캠페인은 여성이 어려서부터 나이들 때까지 평생 남성들로부터 듣는 무시와 조롱, 희롱의 말들을 들
려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여성은 꿋꿋하게 희생하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 덕분에 학교와 사회에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
로, 이제는 남성들도 여성에게 여성의 기를 꺾는 말 대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여성권익 신장에 자랑스러운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Standard Finis Oil: #NotHerJobOnly Type: Online ㅣ Agy: El Momento Pictures ㅣ CD: Saqeeb Nilo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70&source=ppt


Challenge: 헝가리 패션 브랜드 Alma Vetlényi의 2019 S/S 컬렉션은 색상과 색상들의 조화 및 평등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초창기부터 다양한 사회
적 이슈를 제기해오고 있는 Alma Vetlényi는 이번에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Solution: 3월 21일,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Alma Vetlényi가 Equal Colours'라는 타이틀의 포스터 캠페인을 런칭했다.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인 날을 기념하며 제정됐다. 포스터 속 이미지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흑인들이 버스
나 캠퍼스, 올림픽 등에서 경험한 차별과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Leave Color Differences Only For Clothes'라는 카피를 통해 색깔의 차이를 사람의 피부
색에 두지 말고, 옷에만 두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Alma Vetlényi: Leave Color Differences Only For Clothes

Type: Print ㅣ Agy: White Rabbit Budapest ㅣ CD: Luis Paulo Gatti, Andre Luis Felix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3&source=ppt


Challenge: 5년간 난민 18,0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했다. 2018년에만 2,275명이다. 하루 평균 6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가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보고되지 않은 사망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NGO 단체 Sea-Watch가 2015년부터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수는 37,000명에 이른다. Sea-Watch
는 캠페인을 런칭하여 EU 회원국들이 이민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Solution: 설문조사 결과, 독일인의 85%가 현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Sea-Watch는 평범한 독일인들이 지중해 난민들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실험을 마련했다. 'LIFEBOAT-The Experiment'라는 제목의 영상은 저명한 심리학자가 실험의 컨설턴트로 나서 총 4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중해 건너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생존한 다섯 명의 난민들이 회상한 내용과 최대한 가깝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40명이 실내의 어느 어두컴컴한 공간에 마련된 물 위에 띄워놓은 좁은 보트 한 대에 몸을 구겨 넣었다. 5시간 동안 파도의 움직임, 조명, 배경 소음
등이 지속적으로 변했다. 파도와 주변 소음이 커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져갔고, 참가자들의 심리 및 육체적 피로는 더해갔다. 참가자 대다수
가 배멀미와 구토, 어지럼증을 경험했고, 7명이 물로 뛰어들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도중에 포기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잠수부와 의료진이 대기했지만, 실제
난민들의 상황이었다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이런 난민보트에 올라탔겠냐며
난민들의 심정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조금전 경험은 난민들이 실제 겪은 것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Sea-Watch: LIFEBOAT - The Experiment Type: Other ㅣ Agy: Serviceplan ㅣ CD: Markus Macz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59&source=ppt


Challenge: 언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러나라의 언어들에서 성차별적인 단어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영어의 예를 들면, 경찰은 policeman,
소방관은 fireman, 카메라맨은 cameraman으로 모두 남성을 뜻하는 man이 들어간다. 이러한 단어들을 어려서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해당 직업들
을 남성에 국한된 직업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직업을 가질 학률이 4%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번역에이전시 Elan
Languages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번역에이전시들이 앞서서 번역 시 성차별적인 단어 선택을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번역에이전시에서 참조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동으로 남성 단어로 번역이되는 단어들이 있다. Elan Languages가 이러한 단어 수천 개를
중성적 단어들로 업데이트했다. Elan Languages의 홈페이지에 새로 마련된 'Unbias Button'을 클릭하면, 'fireman'은 'firefighter'로, 'cameraman‘
은 'camera operator'로 번역된다. 'midwife'처럼 본래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는 'birth assistant'로 번역이 된다. 이번 개편된 데이터베이스를 구글
번역, iTranslate, Yandex Translate 등 기타 번역 서비스에도 공개해 캠페인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Elan Languages: The Unbias Button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Netherlands
l CD: Friso Ludenhoff, Maarten Vrouw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70&source=ppt


Challenge: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이 인권운동가 비올라 데스몬드(Viola Desmond)를 기리기 위한 전시회를 열며 홍보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흑인 여성 비올라 데스몬드는 1946년 극장의 백인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됐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싸우며 캐나다 인권운동의 불씨를 지
핀 그의 용기가 70여년이 지난 2018년에 캐나다 지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캐나다 여성이 되게 만들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당시 영화관 좌석
을 상징하는 의자가 등장한다. 캐나다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의자는 처음에는 비어 있었으나 점차 다양한 인종과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는 자
리가 된다. 비올라 데스몬드의 동생이자 인권운동가인 완다 롭슨(Wanda Robson)이 내래이션을 맡아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역설하고, 캐나다인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상 속 의자의 색깔인 보라색은 데
스몬드가 등장하는 10달러 지폐에 사용된 보라색과 유사하다. 지폐의 뒷면에는 캐나다인권박물관의 이미지도 등장한다.

CMHR: Take A Seat For Viola Type: Otherㅣ Agy: Arrivals + Departures (Canada) l CD: Anthony Taaff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23&source=ppt


Challenge: 다양성과 평등의 기치를 내세워야 하는 월드컵 대회가 LGBTQ 커뮤니티를 탄압하는 나라 러시아에서 열린다. 브라질의 LGBTQ 인권 단체 Grupo
Dignidade는 물리력 행사도 불사 않는 러시아에서 탄압을 피해 LGBTQ 커뮤니티가 당당히 월드컵 축제를 즐기고, 전세계에 러시아의 인권탄압
문제를 알릴 기회를 찾고자 한다.

Solution: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플래그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휘날릴 수 있는 Rainbow Cup 캠페인을 런칭했다. 월드컵 팬들이 자국 국기를
휘날리는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국기를 무지개 플래그 이모티콘으로 대체해 해시태그 #rainbowcup을 이용해 SNS에 올리는 방식으
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sults: 93개국에서 수천 명이 참여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됐다. 캠페인 노출횟수가 1억4천4백만을 기록했다.

Grupo Dignidade: The Rainbow Cup Type: Outdoorㅣ Agy: Mirum (Brazil) l CD: Filipe Matiaz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20&source=ppt


Challenge: 미국에서 다운증후군 환자들을 비롯한 장애인은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하는 국민의료 보조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수혜자
조건이 터무니 없다.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상근직 종사자는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도 메디
케이드가 발목을 잡아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곤 한다.

Solution: 미국 다운증후군 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는 구태의연한 관련 법률이야말로 고쳐야 할 일종의 증후군이란 의미로 'Law Syndrome(법
률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국회의원과 워싱턴 DC의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C21' 캠페인을 런칭했다. 워싱턴 D.C.에 문을 연 팝업 레스토랑 C21(다운증후군
을 다른 말로 21번 삼염색체성 유전병이라고 하는 데에서 착안)은 테이블 세팅, 홀서빙, 계산, 음악 연주 등을 모두 다운증후군 환자가 담당하는 레스토랑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초대 받아 레스토랑을 찾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훌륭한 디너를 즐김과 동시에 메뉴와 각 코스, 와인 등 곳곳의 요소에 등장하는 메
디케이드 관련 법안 개정 요구의 메시지를 접했다. 장애가 있지만 섬세하고 세밀한 정성과 솜씨를 요하는 레스토랑 일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하는 다운증후
군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메디케이드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캠페인이다.

Results: 캠페인 런칭 3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C21 Type: Otherㅣ Agy: Saatchi & Saatchi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0&source=ppt


Challenge: 전세계 3,200만 명의 장애아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NGO 단체 Humanity & Inclusion은 장애아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고 한다.

Solution: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축구선수 네이마르 주니어가 Humanity & Inclusion의 홍보대사가 되어 캠페인 영상에 등장했다. 영상 속 네이마르는
모니터에 등장하는 장애 어린이들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운다. 시각장애 어린이로부터는 종이접기를, 청각장애 어린이로부터는 수화를, 다운증후군
친구로부터는 복식호흡법을 배우고, 한쪽 다리를 잃은 친구는 춤을 가르친다. 모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재주를 갖고 있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다. 네이마르는 이 아이들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배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Humanity & Inclusion은 Teacher
Kids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장애어린이들이자신의 지식, 아이디어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이트다.

Humanity & Inclusion: Teacher Kids Type: Otherㅣ Agy: Herezie (France) l CD: Baptiste Clin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82&source=ppt


Challenge: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가 함께 일할 봉사자들을 채용하려고 한다. 자선단체들의 광고가 넘쳐나고, 연민에 호소하는 캠페인에 대
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어떻게 하면 국제앰네스티 채용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Solution: 국제앰네스티는 배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인권을 위한 투쟁을 위해 모인 단체다. 정부나 기업의 재정적 후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활동의 독립성과
적법성이 보장된다. 오로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유일한 추진력이다. 따라서, NGO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를 비롯해 되도
록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다. 이에 이번 채용 캠페인 영상은 국제앰네스티의 핵심인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의도
로 제작됐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탄압 받던 인권이 마침내 해방되는 다양한 순간들을 보여주며 'The Thrill of Victory(승리의 전율)‘
을 전하는 영상으로, 인권이 승리하는 현장에는 국제앰네스티의 후원과 노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승리
의 전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캠페인은 TV, 온라인, 영화관 등에서 'The more we fight, the more we
win(더 많이 투쟁할수록 더 많이 이길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Amnesty International: The Thrill Of Victory Type: Otherㅣ Agy: DDB (France) l CD: Clement Oberlin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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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MTV의 사회복지재단 MTV Foundation이 전세계 2천7백만 명의 현대판 노예인구에 대하여 기자, 작가, 기업가 등 소셜 인풀루언서들의 관심을 일
깨우고 청원운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마케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극적으로 나타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Solution: 현대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을 뿐이다. 바로 돈이다. 돈 때문에 다른 사
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마치 석유나 식료품처럼 매매한다. 이에 착안해 Global Slavery Fund(글로벌 노예 펀드)라는 타이틀의 새로운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며 홍보 브로셔와 영상을 제작했다. 노예에 투자를 할 경우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설명한 브로셔와 증권가 뉴스 영상은 보는 이
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다.

Results: 유튜브 7천 뷰 이상을 기록 중이고, 브로셔를 받은 사람들 중 2천 여 명이 서명 운동에 참가했다.

MTV: Anti-Slavery Type: DM ㅣ Agy: Jwt, London (United Kingdom) ㅣ CD: Anita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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