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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자극하는 캠페인



Challenge: 농약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농가가 하이브리드 곡물, 채소, 과일 품종 등을 재배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들
이 특허를 받아 수익창출이 가능한 품종은 고작 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7%는 불법으로 취급 받고 있다. 97%에 해당되는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하는 농
민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소비자의 다양한 맛을 즐길 권리와 생물다양성적 측면에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Solution: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 까르푸(Carrefour)가 '블랙 슈퍼마켓(Black Supermarket)'이라는 이름의 마켓을 열었다. 까르푸 매장 내 설치된 블랙 슈퍼
마켓은 하이브리드 곡물과 청과류가 판매되는 코너다. 벌금형을 각오한 이번 시도는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을 했고, 프랑스에서 하이브리드 작물을
키우는 농민들과 힘을 합쳐 진행됐다. 아울러,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지지를 힘입어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도 전개했다.

Results: 70톤의 하이브리드 작물이 판매됐다. 캠페인 노출횟수 3억, 청원운동 서명자 8만5천 등을 기록했고, 관련 법안 한 가지가 개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Carrefour: Black Supermarket Type: Outdoorㅣ Agy: Marcel l CD: Gaëtan du Peloux, Youri Guerassimov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2&source=ppt


Challenge: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 부족이 4번째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고, 매년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TV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건강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Solution: 스포츠가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홍보하는 NGO 단체 PLAY International이 프랑스 사람들을 TV 앞에서 구해내기 위한 특
단의 조치를 취했다. 온국민이 기다려온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이 공개되던 날,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파리에서
가장 붐비는 7곳의 옥외광고대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왕좌의 게임의 스포가 뜬 것이다. 혹시나 길거리에서 스포를 놓쳤을 사람들을 위해, PLAY
International은 구글에서 왕좌의 게임 외에도 20개의 인기 TV 프로그램의 토렌트 또는 스트리밍 키워드를 검색하면 스포가 검색결과 1번으로 뜨게끔 설정했
다. 각 스포마다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을 스포일해 죽였다. 왜냐하면 운동부족이 당신을 죽이기 때문이다. 하루 세 번 운동하라'는 메시지를 보
여주며 캠페인 웹사이트를 안내했다.

Results: 각종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 소식을 전하면서 이틀 만에 캠페인 노출횟수가 590만을 기록했다.

PLAY International: Spoil To Act Type: Otherㅣ Agy: Publicis l CD: Marcelo Verga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94&source=ppt


Challenge: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으로 하루 평균 130명의 미국인이 생명을 잃고 있다. NGO 단체 Shatterproof는 오피오이드 중독자들에 대한 스
티그마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피오이드 중독을 도덕적 결함이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Solution: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분홍 꽃이 피어 있는 온실이 설치됐다. 9천 개의 카네이션과 양귀비로 이뤄진 이 꽃은 카네이
션 부분이 뇌를 나타내고, 양귀비는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인한 질환을 상징한다. 온실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사이에서 양귀비를 뽑아내면 줄기 부
분에서 캠페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양귀비가 모두 제거되면 깨끗한 분홍 카네이션만 남게 되고, 이것은 오피오이드 중독의 완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Shatterproof: #HopeStems Type: Outdoorㅣ Agy: McCann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87&source=ppt


Challenge: 미국 수목 관리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Foresters)가 미국 농무성의 삼림국의 마스코트 스모키 베어(Smokey Bear)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고, 산불조심 팁을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스모키 베어는 75년간 산불예방을 위해 같은 말을 되풀이해왔다. 'Only you can prevent wildfires(오직 여러분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
는 이 말을 모르는 미국인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스티븐 콜버트, 알 로커,
제프 팍스워시 등의 셀럽들이 얼굴 인식과 음성 기술의 도움으로 스모키 베어에 새로운 목소리를 더했다. 얼굴 인식과 매핑 기술을 통해 애니메이
션 이모티콘의 모습으로 등장한 스모키 베어는 미국인들이라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셀럽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기존의 간단한 슬로건
보다 좀 더 자세한 산불예방 팁을 제공한다.

Ad Council: More To Say, Your Neck Of The Woods, 
You Might Be... | Smokey's 75th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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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70&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금융 규제는 돈을 빌려야 하는 개인보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계에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들은 고리대금업자를 찾게 되고, 이를 악용한 고리대금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물어 결국은 빚더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악질 대부업체들의 수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NGO 단체
Next Gen Personal Finance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고리대금의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다.

Solution: 8비트 방식의 교육용 온라인 게임 'Shay Sam's'를 개발했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 돈을 빌리는 고객이 아니라 악질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열심
히 사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번 돈을 사기로 최대한 많이 빼앗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한다. Shady Sam's의 신참 직원으로서 플레이어는 최고의 대
출 옵션(고객에게는 최악의 옵션)을 골라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샬롯은 당장 내일 월세 345달러를 내야
하는데 금요일까지는 들어오는 돈이 없다. 그러면 샬롯에게 2주간 55달러란 고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제때 돈을 값지 못하면, 매달 25달러
씩이 늘어난다. 또 다른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에 갚게 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린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레 익히게 될 것이다.

Next Gen Personal Finance: Shady Sam Type: Otherㅣ Agy: McKinney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33&source=ppt


Challenge: 호주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다. 그리고, 심장병의 주범은 소금 과다 복용이다. 소금 인식의 주(Salt Awareness Week)를 맞아 건강 식품
개발 제조사 NBI가 소금 과다 복용을 경고하고, 나트륨을 56% 줄인 소금 Heart Salt의 출시를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귀에 쏙 박히는 노래와 유머러스한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어떤 음식이든 소금을 뿌려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와 그의 이러한 부적절한 식습관이 심장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묘사한 영상이다. 도발적이기도 하고 희화적이기도 한 장면들이 등
장하지만, 영상 속 모든 음식 관련 장면들은 사람들의 실제 식습관을 그대로 반영해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했다. 특히, 레트로 일러스
트레이션 스타일과 직접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은 소금의 과다복용은 이미 구습이 된지 오래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에 소금 과다 복용
에 대한 대안으로 Heart Salt 제품을 소개했다.

NBI: Heart A-Salt - Consider An 
Alternative To Cardiac Arrest 

Type: Otherㅣ Agy: Saatchi & Saatchi (Australia) l CD: Craig Chest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59&source=ppt


Challenge: 요즘 사람들은 호모포비아, 노인구직, 우을증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 NGO 단체
Serviço Social Redentora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노인이 일거리를 찾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혼 때문에 걱정을 하며, 동성연애자가 호모포비아를 두려워하고, 우을증을 겪는 여성이 극복 방법을
찾고자 한다. 포스터 속 이들은 걱정거리와 해결책을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한다. 검색결과는 수억 가지나 된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울해
보이고 입은 검색창에 가려져 있다.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는 입을 닫고 인터넷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희망을 찾는다면 자리에서 나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는 게 캠페인의 메시지다.

Serviço Social Redentora: Searching For Hope
Type: Otherㅣ Agy: Studio Ponto l CD: Faustino Carmon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49&source=ppt


Challenge: 중소기업 및 사이버 보험 전문 보험사 Hiscox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자전거 브랜드 브롬톤과 협
력해 진행된 시뮬레이션에서 Hiscox는 런던의 브롬톤 매장 바로 건너편에 '3R0MPTON'이라는 가짜 브롬톤 샵을 열었다. 진짜 브롬톤 샵과 디스플
레이가 똑같고, 제품도 똑같이 생긴 짝퉁을 갖다 놓았다. 심지어 직원들까지 맞은편 진짜 매장 직원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짝퉁 샵이 문을 열자 손님들로 가장한 사람들을 대거 매장으로 투입시켰다. 진짜 브롬톤 매장 직원들은 건너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보며 큰 충격을 받는다. Hiscox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여주려고 한 것은 금전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해킹 수법들이다. 먼저, 댓가를 지불하지 않
으면 피해자의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랜섬웨어 공격은 진짜 브롬톤 매장의 출입구를 막아버리고는 진입을 원
하면 비트코인을 지불하라고 하는 협박 노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됐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위장해 민감한 정보를 가로
채는 피싱 공격은 진짜 브롬톤 재고가 짝퉁 매장으로 배달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됐다. 마지막으로, 짝퉁 매장에 손님들이 넘쳐나게 함으로써 서
비스 거부(DoS) 공격의 행태를 보여주려 했다.

Hiscox: The Hack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Kingdom) l CD: Clark Edwards, Andre Hul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6&source=ppt


Challenge: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로 알려진 일본 사람들. 하지만 주말만 되면 주중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버리겠다는 각오로 이기
지도 못할 정도의 술을 마셔대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 사람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도
안좋다.

Solution: 일본 최대의 바(bar) 체인 Yaocho Bar가 런칭한 OOH 캠페인 "Sleeping Drunks Billboard"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누
워 있는 사람 주변에 직접 흰색 테두리를 두르고 #NOMISUGI(too drunk, 만취)라는 텍스트를 붙여 넣어 살아 있는 옥외광고판을 만들었다. 행인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유도한 것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망가진 모습이 그렇게 SNS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저
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

Results: 의도한대로 SNS에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Yaocho Bar: Sleeping Drunks Billboard

Type: Outdoorㅣ Agy: Ogilvy & Mather Japan l CD: Yasuhito Imai, Federico Garci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1594&source=ppt


Challenge: 사람들은 집안에 해충이 보이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믿는다. 가정용 살충제 브랜드 잡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주거지역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쉘터에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설치, 사람이 쳐다보지 않을 때는 광고판 내의 스크린에 갑자기 바퀴
벌레들이 음식물을 향해 몰려드는 모습이 디스플레이되게 했다. 반대로, 사람이 스크린을 쳐다보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 바퀴벌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모
습이 디스플레이된다.

Results: 인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신문과 블로그에 캠페인이 소개됐다.

Zaps: Only Invisible In Your Eyes Type: Outdoorㅣ Agy: Cheil l CD: Seongwook H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7766&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