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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인식전환 유도
캠페인



Challenge: 친환경 세면용품 제조사 Beco는 직원의 80%가 장애인이다. Beco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라는 메시지의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9월 3일부터 영국의 주요 리테일 매장에 판매되는 Beco 비누 제품에는 Beco 장애인 직원들의 이력서가 라벨에 들어가게 된다. Beco는 이번
#StealOurStaff 캠페인을 통해, Beco에서 경력을 쌓은 훌륭한 장애인 직원들은 얼마든지 다른 기업에서 스카웃을 욕심내도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장애인 직
원 고용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Beco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의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근무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장애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영국 방송사 Channel 4에서 이번 캠페인 영
상들을 지원하고 있다.

Beco: Steal Our Staff Type: Flimㅣ Agy: TBWAl CD: Dan Castell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01&source=ppt


Challenge: 가짜뉴스는 오늘날 언론의 큰 해결 과제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람들의 세계관이 왜곡되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 간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에 대한 해결책은 편견 없는 저널리즘에 달려 있다고들 말한다.

Solution: 스웨덴 일간지 Göteborgs-Posten가 스웨덴 사회의 편견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실험을 진행했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어느 매장
의 쇼윈도우에 사람이 앉아 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쇼윈도 너머의 사람을 외모만 보며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표현할 말을 주어진 단어들 중에 골라 핸드폰
에 입력한다. 단어들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행인들이 입력한 단어들은 쇼윈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바로 옆쪽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에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되었다. 그저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이 비하하고 모욕하는 부정적 언어들이다.

Results: 6천 명 이상이 실험에 참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문제 인식이 제고됐고,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다.

Stampen Media: The Journalism Matters Type: Flimㅣ Agy: Stendahl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867&source=ppt


Challenge: 장기기증자를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독일인이 하루 세 명꼴이라고 한다. 독일의 장기기증 관련 기관 Über Leben Foundation이 장기기증 등록 홍
보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독일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다소 쇼킹한 비주얼의 판매 물품들(?)이 올라왔다. 바로 사람의 장기다. 가격이 0유로라고 적힌 장기를 클릭하면, '재고
없음'이 뜬다. 장기기증자만 있으면 소중한 장기를 무료 기증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가 되면 장기가 없는 현실을 나타낸 것. 현황을 알린 설명글 아래
에는 장기기증자 등록 버튼이 있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한다.

Results: 클릭률 3.29%를 기록했고, 캠페인을 접한 사람이 2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자가 220%나 증가했다.

Über Leben Foundation: Delivered – No Life On Order Type: Outdoorㅣ Agy: Serviceplan (Germany)
l CD: Bernhard Fuch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06&source=ppt


Challenge: 의족이나 의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나 된다. 국제 장애인단체 Handicap International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프린팅 도입을 위한 기부금 마련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Love you, my girl'이란 타이틀의 영상을 중반까지 시청했을 때만 해도 자식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한 아버지가 억지로 남성성을 강요하고 가혹
하게 대하는 걸로만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국 영상은 이미 자식을 여자라고 인정한 아버지가 살면서 언젠가는 당하게 될 폭력에 대비시키기 위해 자식을 여
러 폭력 시나리오에서 훈련시키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준다는 이야기다. 영상 외에도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10대 트랜스젠더의 가족과 친구, 이
웃들이 트랜스젠더를 이해하고 돕는 데 필요한 다양한 증언과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Inter-LGBT는 트랜스 젠더 보호를 위한 법률 강화와
안전한 안전한 성전환 수술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Inter-LGBT: Love You, My Girl Type: Otherㅣ Agy: TBWA (France) l CD: François Claux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64&source=ppt


Challenge: 인터넷 발달이 가져온 폐해다. 아프면 병원엘 가지 않고 인터넷을 뒤져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한다.

Solution: 필리핀 전문의들로 구성된 단체 KonsultaMD가 인터넷을 의사로 의인화한 재미난 영상을 공개했다. 닥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의사가 환자들을 받는
데,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고 환자가 말하는 증상만 듣고는 곧바로 진단을 내린다. 거의 대부분이 암 같은 중병이다. 정말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진단을 내리질 않나, 아무리 봐도 상태가 심각한 건 환자가 아닌 의사다. 이제는 '진료는 인터넷이 아닌 의사에게'란 표어가 시급한 시점인 것
같다.

Results: 포스팅 되자마자 페이스북에서 15,000번 공유됐고, 110만 뷰를 기록했다.

KonsultaMD: Dr. Internet Type: Otherㅣ Agy: Gigil (Philippines) l CD: Herbert Hernand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7&source=ppt


Challenge: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치료비로 평균 1,000달러를 지불한다고 한다. 성폭행을 당한 아픔도 모자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이어나가야 한다. NGO 단체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NOVA)는 이제껏 다뤄지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에 대해 공론화하고, NOVA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Solution: 우선, 성폭행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자신의 아픈 기억을 용감히 이야기하고, 강간을 당한 뒤 지불해야 했던 치료비를 낱낱이 밝히는 동영상을 제
작, 공개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피해자는 병원 청구서 포맷처럼 생긴
입력 양식에 이름 및 성폭행을 당한 장소와 일시를 적고, 성폭행 경위서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간다. 기록된 각각의 시간대별 사건 옆에는 비용이 자동으
로 입력되어 합산금액이 1,000달러(성폭력 피해자가 물게 되는 치료비 평균 금액)가 된다. 이렇게 작성된 청구서는 포스터, SNS 포스팅 등으로도 제작돼 캠페
인을 확산시켰다.

Results: 한 주 만에 1,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VA 전화 문의가 60%, 웹사이트 트래픽이 40% 증가했다.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The Rape Tax

Type: Outdoorㅣ Agy: FCB (United States) l CD: Bernardo Rome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1&source=ppt


Challenge: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수백 명의 보이지 않는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 주택을 마련할 여유가 없어 온 식구가 차에서 살면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다
니는 사람들이다. 자선단체 Lifewise는 개인 임대인들로부터 빈 집을 임대하여 숨은 노숙인 가정에 제공해오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Lifewise는 대중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개인 주택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오클랜드 도심에 위치한 어느 항만에 자동차 부품 2천 개를 덕지덕지 붙여 놓은 선적 컨테이너가 정박 중이다. 내부로 들어가보니 장난감과 아이들
옷이 자동차 문짝에 쑤셔박혀 있고, 굴러다니는 옷이 커튼을 대신해 자동차 창문을 가리고 있다. 또, 아기 우는 소리와 도로 소음이 뒤엉켜 들리고, 노숙인 가
족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처지를 털어놓는 소리가 들려온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충격적인 현실에 발걸음
을 쉽게 떼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알콜중독자 남자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Lifewise는 지원 대상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의 가정이며, 임대한 주택에 대한 수리는 Lifewise가 책임진다고 말한다. 올해의 경우, Lifewise의 프로젝트를 통해 792명의 노숙인이 52주간 주택에 살 수
있었다. 내년 목표는 추가 100명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거다.

Lifewise: The House Of Cars Type: Outdoorㅣ Agy: DDB (New Zealand) l CD: Rory McKechni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2&source=ppt


Challenge: 모바일 결제 기업 Square는 미국 소상공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재 미국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리즈 캠페인 'For Every Kind of Dream'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과자들의 사회 재활 문제를 돌아보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네 번째 시리즈 'Sister Hearts'는 전과자로서 출소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된 Maryam Henderson-Uloho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3년간 감옥생활을 마치
고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놨을 때 철저히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주인공은 스스로 주거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뉴올리언즈의 거
리 한구석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 그는, 3년 후 중고품 할인 상점을 차리고, 전과자 출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을 모아 함께 상점을 운영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여성들과 가게의 이름이 'Sister Hearts'다.

Results: CNN,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세계 유수 언론에서 관심 있게 캠페인을 다뤘다.

Square: Sister Hearts Type: Otherㅣ Agy: Even/Odd FIlms (United States) l CD: Sean Conroy, Malcolm Pullinger, Ashley Rodhol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07&source=ppt


Challenge: 인도에서 여성 권익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여성이 사회 다방면에서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매년 2천만 명의 여아들이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여성혐오증 때문에 학교에 다니질 못한다.

Solution: NGO 단체 Project Nanhi Kali가 체스 게임에서 착안한 #PowerlessQueen 캠페인을 런칭했다. 체스는 6세기 인도에서 만든 게임으로, 체스판에서 가
장 힘이 센 기물은 퀸(Queen)이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인도에서 진짜 퀸들, 즉 여성들이 힘을 잃었다. 이에 대한 비유로 Project Nanhi Kali는 퀸을 전혀
이동시킬 수 없는 모바일 체스 게임을 만들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로 참가한 도전자들은 퀸의 이동이 가능한 상대편(컴퓨터)과 게임을 겨루게 된다. 퀸
을 움직이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체스다. 당연히 참가자들은 게임에 지게 되고, 이때 여아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한 캠페인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

Results: 167만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거뒀다. 게임 플레이 횟수는 52,000회 이상, 동영상 뷰 110만, 캠페인 노출 횟수 3억 등을 기록했다. 특히, 캠페인 런
칭 이틀 만에 4만 시간의 여아 교육이 가능한 기부금이 모금됐다.

Project Nanhi Kali: #PowerlessQueen Type: Otherㅣ Agy: Dentsu (India)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75&source=ppt


Challenge: 스웨덴의 사진 박물관 Fotografiska는 2010년 개관 이래 민주주의, 정의, 양성평등 등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왔다. 2017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라고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남녀간 직장 내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Fotografiska가 남성에게만 입장료를 13% 높게 받는다는 SNS 포스팅을 올렸다. 남성들로부터 문의와 항의가 빗발칠 때, Fotografiska는 남성 근로자
와 여성 근로자 사이에 평균 13%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입장료를
더 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일까? 남성들은 억울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억울함을 여성들은 늘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남성들도 알아야 할 때다.

Results: 40시간 만에 4,100건의 포스팅 공유가 발생했고, 3,600개의 코멘트가 작성됐다. 총 24,500명이 반응을 보인 가운데 부정적 반응은 0.7%에 불과했다.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자연 도달자 수(organic reach)가 130만 이상을 기록했고, 841개의 관련 트윗이 작성됐다. 100개 이상의 오프라인 기사가 작성되며,
1800만 명이 기사를 통해 캠페인을 접하게 됐다. PR 홍보 효과에 따른 추가 수익은 양성평등 NGO 단체에 기부금으로 전달됐다.

Fotografiska: Unequal Admission Type: Online ㅣ Agy: Ord & Bild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1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