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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부 타겟 캠페인



Challenge: UEFA 챔피언스 리그 후원사인 과자 브랜드 Lay's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표현
할 기회를 선사하고자 한다.

Solution: 현재 가장 고달프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녀들은 난민촌에 살고 있는 소녀들일 것이다. Lay's는 이곳 난민촌 여아들과 청소년들도 마음껏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EFA 재단, 아시아축구개발 프로젝트(AFDP) 등과 손잡고 요르단에 있는
자파리 난민 캠프에 1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인공잔디 축구장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가능한 최고의 시설들을 더하여 축구를 사랑하는 수천 명
의 난민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캠페인 영상에는 아이들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등장해 희망
광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Lay's: Passion For Football 'Starring Leo Messi' Type: Otherㅣ Agy: TMI (Egypt) l CD: Hussein Mouss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02&source=ppt


Challenge: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대별로 계획이 필요한 집안일 때
문에 정신상태가 과부하를 겪는 것을 'mental overload'라고 일컫는데, 여성의 71%가 이같은 과부하를 겪고 있고, 남성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한다. P&G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스페인 가정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가사분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25-49세의 커플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집안일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G는 이와 더불어 다섯 커플
초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커플 모두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각자의 스마트폰 노트 앱에다 해야할 일 목록
을 적어볼 것을 요청했고,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서로의 스마트폰을 교환해 노트에 적힌 것을 읽게 했다. 남성들은 솔직히 놀라고 말았다. 여성의
목록은 끝이 없었기 때문. 남성은 개인 볼일이나 직장일에 집중된 것에 비해 여성의 목록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집안일들로 끝도 없이 이어졌다.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 상황에 대해 상담자는 이것을 mental overload 증상이라고 소개하며 가사분담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P&G는 캠
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mental overload 문제와 가사분담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소개하고 있다.

P&G: Mental Load - Does It Sound Familiar? Type: Otherㅣ Agy: Proximity (Spain)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86&source=ppt


Challenge: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사회,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혁신가들을
소개하며, 여성 혁신가들에 대한 인식을 더이상은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Impossible to Ignore' 캠페인을 런칭해 예술, 과학기술, 사회 등 여러분야의 여성 혁신가들을 전세계 주요 도심에서 대형 포스터를 통해 소개했다.
그 가운데에는 광고 수익을 사회적 대의를 위해 사용하는 윤리적 광고 운동 'Good Loop'를 일으킨 애이미 윌리엄즈(Amy Williams), 최초의 흑인
NASA 부국장 크리스털 존슨 박사(Dr Christyl Johnson), 싱어송라이터 겸 연구가 비티 울프(Beatie Wolfe) 등이 있다. 대형 포스터를 가득 채운 이
들의 얼굴 위로 'She is now impossible to ignore'라는 카피를 적어넣어,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뜻과 업적상으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려 했다.

Results: 하루 만에 캠페인 노출횟수 200만을 기록했다.

UN Women: Impossible To Ignore Type: Outdoorㅣ Agy: Havas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80&source=ppt


Challenge: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구글이 유엔 여성기구, 세계여성기금 등과 손잡고,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 다년 간 투쟁해온 여성 운동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Courage to Question'이란 가상현실 시리즈를 제작해 네 명의 여성인권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21년 간의 투옥을 마치고 사면된 앨리스 존슨(Alice
Johnson)은 여성에 대한 대량투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멕시코 출신의 리디아 카초(Lydia Cacho)는 기자, 작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로서 여성과 소
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파헤치기 위해 목숨을 건 활동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인도의 아샤 코우탈(Asha Kowtal)은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억압의 체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말라위 출신의 테레사 카친다모토(Theresa Kachindamoto)는 아동 결혼의 악습
폐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중이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구글 VR180으로 촬영됐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구글 VR 헤드셋인 Cardboard로 감상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Google: Courage To Question: Series Trailer 
Type: Otherㅣ Agy: Novus Select (United States)

l CD: Megan Sulliv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78&source=ppt


Challenge: 프랑스 전자상거래 기업 Sarenza에서는 직원의 64%가 여성이고, 임원 10명중 6명이 여성이다. 그 외에도 성평등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Sarenza가 세계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남성 프로그래머들에게 새로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를 소개하며 평가를 부탁했다. 모두가 이렇게 잘 만든 코드는 처음 봤다고 감탄하며
만든 사람을 당연히 남자로 지칭하며 말한다. 이들에게 코드는 여성이 만들었다고 밝히자 한방 맞은 표정을 짓는다. 영상을 통해 Sarenza는 소녀
들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BECOMTECH를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Sarenza는 현재 프랑스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여성 프로그래
머들의 수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renza: #ChangerLeCode Type: Otherㅣ Agy: Serviceplan (France) l CD: Damien Veill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73&source=ppt


Challenge: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NFB)가 2019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남성 성기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에는 이제 꽤나 개방적이 됐다. 그런데 여성 성기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아직도 터부시되고 있다. 캐나다 국립영
화위원회는 이같은 사회적 관념 또한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타파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여성 성기에 대해 자유롭게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캠페인 영상은 남성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여성 성기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클리토리스
(clitoris)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운을 띄운다. 이어서 NFB는 몬트리얼 퀘벡대학교와 협력해 클리토리스에 대해 알아보는 모
바일 게임 'Clit me'를 공개했다. 남성이 알고 있는 여성의 오르가즘은 잘못된 것이 많다며 그 갭 차이를 줄여보자는 게 게임의 목적이다. 게임 유
저는 클리토리스의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시뮬레이션하며 클리토리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션을 레벨별로 익힌다. 여성 오르가즘에 대한 정보성
글도 함께 제공된다.

Canadian National Film Board: Draw Me A Penis Type: Otherㅣ Agy: Rethink (Canada)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63&source=ppt


Challenge: 여성은 평생 450-500회의 생리를 한다. 총 날짜수를 합치면 6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성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리가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쉬쉬하고 억압되어야 하는 금기로 여겨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10명 중 1명의 여학생은 생리 기간에 학교를 빠진다고 한다. 네팔에
서는 여학생의 89%가 생리 기간에는 학교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란 여학생의 48%는 생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이
충격적인 결과의 주된 원인은 학교에 여학생용 화장실이 없거나 제대로 된 위생 보호 방법이 결여돼 있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학
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점차 낙오가 되어 간다.

Solution: 국제 NGO 단체 Care가 '#RespectezNosRegles'를 런칭했다. 캠페인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리 중인 딸 대신 엄마가 학교엘 간다는 설정을 통해 시
청자들에게 폐경기가 돼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말로 아프리카 현실에 대해 함께 통감할 것을 촉구한다. Care는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에게 일부러 글자에 실수가 많이 들어간 포스팅을 올려 생리 때문에 12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는 많은 여학생들
의 상황에 대해 유저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Care: CARE #RespectezNosRegles Type: Otherㅣ Agy: BBDO (France) l CD: Clément Pay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34&source=ppt


Challenge: 미국에 있는 1억5천만 미식축구 팬들 중 거의 절반이 여성이다. 또한, 스포츠 중계 시청자의 1/3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관련 언
론 보도에서 여성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비하다. 화장품 브랜드 COVERGIRL이 스포츠를 비롯해 여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야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COVERGIRL은 프로 미식축구의 협력사다. 이에 착안해 진행자가 모두 여성인 'Ratin' and Raven'라는 미식축구 프리게임(pregame)쇼를 제작했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리드할 사회자로 미국 스포츠 중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최초의 여성 미식축구 해설자인 레슬리 비
서(Lesley Visser)를 영입했다. 레슬리 비서는 미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여성 미식축구 팬 15명과 함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 밖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프리게임쇼를 진행했다.

Results: 첫 방송 날, SNS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이 올라오면서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긍정적인 코멘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포스팅도 많았다. 아직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캠페인이었다.

Covergirl: Rantin' & Raven Type: Otherㅣ Agy: Jack Morton (United States) l CD: Rena Menk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5&source=ppt


Challenge: 켈로그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태국의 워킹맘들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아침 일찍 졸린 아이들을 깨워 부지런히 씻
기고, 먹이고, 입혀 유치원 등원할 준비를 시켜야 악명 높은 방콕의 교통체증을 뚫고 제시각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켈로그는 태국
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워킹맘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식사로서의 켈로그 시리얼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머니의 날을 맞아 워킹맘들을 아침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먼저 켈로그는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맘들의 어린 자녀들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
다. 엄마가 좋아하는 동물서부터 여러 질문에 아이들은 척척 대답을 했다. 그런데 엄마가 아침밥으로 뭘 드시냐는 질문에서 아이들은 꿀먹은 벙어
리가 됐다. 엄마는 아침에 너무 바빠서 아침 먹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켈로그가 아이들과 함께 엄마를 위한 깜짝 아침식사 자리를
꾸몄다. 아름답게 꾸민 파티 장소에는 켈로그와 견과류, 그리고 과일이 한 상 차려졌다. 곧이어 사내방송으로 아이들의 엄마들이 깜짝 파티 장소
에 모였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준비한 자리에 놀라고,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스스로 옷 입고 씻어서 엄마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는 아이들의 편지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Results: 열흘 만에 페이스북 동영상 뷰가 130만을 기록했다.

Kellogg's: Make Mornings Great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Singapore) l CD: Minzie Liyu, Aarti Nichlan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79&source=ppt


Challenge: 차(tea)는 사람들 사이에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낸다. 차 브랜드 Brooke Bond Red Label은 타깃 오디언스인 아랍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아랍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꺼내기 어려운 이슈가 있다. 바로, 결혼 문제다.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는 아랍 여성들은 남편과 결혼
한 게 아니라 사회의 시선과 결혼한 것 같다. 가정문제를 이야기하고,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는 사회적인 수치나 마찬가지다.
Brooke Bond Red Label은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여성과 그의 아버지를 초대했다. 아버지에게는 어떤 모르는 여성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
을 테니 잘 들어달라고 했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앉은 부녀. 딸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아버지는 커튼 건너편의 여성이 딸인지 모른다.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참아야한다고 말하던 아빠는 티를 마시고 깊은 대화에 들어가면서 점점 그녀를 이해하게 된다.
결국,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자녀도 행복해진다는 조언을 건넨다. 이제 딸은 용기내어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아버지는 잠시 놀
랐지만, 다시 한 번 차 한잔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는 자리를 만든다.

Brooke Bond: Are We Married To Social Acceptance? 

Type: Onlineㅣ Agy: Wunderman Mena (United Arab Emirates) l CD: Nidheesh Jose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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