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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인식전환 유도 캠페인



Challenge: 영국이의 34%가 집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선 단체 Shelter가 이러한 참담한 사실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집 없이 살아가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상 'Fight for Home'을 공개했다. 늘 몸뚱이 하나 뉘일 만한 지붕 달린 집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명 래퍼 Wretch 32가 이들의 스토리를 랩으로 만들어 불러 임팩트를 강하게
남기는 영상이다.

Results: 4주간 유튜브 조회수 35만 뷰를 기록했다.

Shelter: Fight For Home Type: Filmㅣ Agy: Who Wot Whyㅣ CD: Sarah Gavron, Anu Henriqu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71&source=ppt


Challenge: 구글과 유엔이 브라질 대중을 대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상파울루의 끔찍한 교통체증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시민들은 상파울루가 언젠가 멈춰버릴 거라고 말하곤 한다. 여기에 착
안해 제작한 영상 'Inertia City'는 새 고급차를 구매해 상파울루의 도로로 나섰지만 그야말로 도시가 멈춰버린 역대 최악의 교통체증에 갇히는 바람에 인생 최
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새 차를 산 기쁨도 잠시, 터널에 갇히자 도저히 못참겠다며 그대로 차를 버리고 떠나버린 딸과 아내를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 보험도 안 든 차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결국 그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끔찍한 소동과 폭력에 휘말려 피를 흘린 채 터널
을 빠져나와 모든 게 올스탑된 잿빛 도시 속으로 비참하게 걸어나가는 남자의 모습이 경각심을 일으킨다.

Results: 영상 시청 시간이 10만 시간 이상을 기록했고, 캠페인 노출 횟수가 7,400만을 기록했다.

Google: Inertia City Type: Film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91&source=ppt


Challenge: 완구 브랜드 '바비(Barbie)'는 타깃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교육적 메시지가 담긴 다양한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바비는 이번에 미국에서 인
종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Solution: 브이로거 캐릭터 '바비'가 그의 친구 '니키'와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바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니키는 흑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호원에게 잡혀 심문을 당한 일과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비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리고,
백인에게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변명을 늘 자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늘어놔야 하는 상황들이 싫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
하는 바비에게 내 편이 되어줘서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타깃 오디언스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문제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인종을 뛰어넘는 공
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9만 회를 기록했다.

Barbie: Barbie And Nikki Discuss Racism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72&source=ppt


Challenge: 인도의 임신테스트 키트 브랜드 Preganews가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이제는 인도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성차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성별이 아닌 아기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의 #ImwithYellow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를 위해
길거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의 유명 여성 인사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모두 질문 속 여성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인도인으로서 대단히 자랑
스러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질문자가 그들의 오빠나 남동생을 아냐고 물었다. 당연히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형제까지 알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Preganews는 이번 실험 카메라를 통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쓰는 아기의 성별은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느냐
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 사람들이 앞으로는 성별 중립적인 색상과 건강과 행복의 상징으로 노란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Results: 6개월간 유튜브 조회수 1,357만 뷰를 기록했다.

Mankind Pharma: I'm With Yellow Type: Filmㅣ Agy: ADK Fortuneㅣ CD: Rahul Srivastav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22&source=ppt


Challenge: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민족과 언어구성이 복잡한 나라다. 벨기에는 크게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왈
룬 지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5월에 있었던 총선 이후 벨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플랑드르 지역과 왈룬 지역은 서로 다른 언어
만큼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으로 대립하게 됐고, 양측 정치 지도자들은 둘이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적대의 말을 내뱉었다.

Solution: 벨기에 맥주 브랜드 Leffe(레페)가 복잡한 상황을 꽤 심플하게 해결했다. 총선 100일 후, 400km에 이르는 플랑드르와 왈룬을 나누는 행정구역상 경
계선을 따라 총 1,0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1,000명의 플랑드르 사람들과 1,000명의 왈룬 사람들을 초대했다. 레페는 이들에게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
고 있는 10개 의제와 레페 맥주를 주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다. 그 결과, 참석자의 95%가 평균 17분 만에 10개 의제에 대해 전부 합의점을 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실제 대중들은 서로 다른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던 것이다.

Results: 벨기에 전체 인구의 69%가 캠페인을 접했고, 캠페인 노출횟수는 2,400만을 기록했다. 레페는 13%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Leffe: The National Debate Type: Otherㅣ Agy: BBDO Belgiumㅣ CD: Jan Dejongh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095&source=ppt


Challenge: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투표소 부족 및 투표소 홍보 부족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Solution: 모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슬로건 하에 이동통신사 Boost Mobile이 투표소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의 Boost Mobile 매장을 임시 투표소로 내어준 것이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전국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더 많은 투표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
으며, 투표소 관련 불공평한 처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캠페인 굿즈를 만들 수 있도록 다운로드 가능한 아트워크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 많은 홍보 효과를 위해 유명 래퍼 찬스더래퍼(Chance The Rapper)와 공동으로 OOH 캠페인
을 진행했다.

Results: 7억6천6백만의 캠페인 노출횟수를 기록했고, Boost Mobile 투표소가 설치된 곳의 투표율이 23% 상승했다.

Boost Mobile: Boost Your Voic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180LAㅣ CD: Mike Bokman, 
Jason Rappapor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12&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에서 남녀 급여차별은 심각하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급여를 23%나 적게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업 채
용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Solution: NGO 단체 Plano de Menina가 실험 카메라로 기업 채용 담당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몇몇 기업의 채용자들이 면접 시간이 되어 화상 전화를 연
결한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상대방으로 어린 여학생이 화면에 나타난다. 당황한 면접관들에게 10살난 아이는 '여성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 남성과 같아지려면,
열 살은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접을 보게 됐다'고 말한다. 면접관들은 참담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현실을 고치지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Plano de Menina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브라질의 남녀 급여차별 철폐를 위한 #EqualPay 운동을 시작했다

Plano De Menina: The Youngest 
Candidate #EqualPay

Type: Otherㅣ Agy: BETCㅣ CD: Alexandre Kazuo, Lucas Ribeir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33&source=ppt


Challenge: 파크랜드 고교 총기난사사건 발생 후 예술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조직된 NGO 단체 ShineMSD가 사건 1주기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파크랜드 고교 총기난사사건의 생존자들이 모여 탄피로 트럼펫을 만들었다. The Instrument of Hope(희망의 악기)라고 명명한 이 트럼펫은 2019년
2월 19일, 캘리포니아 오크랜드를 시작으로 투어에 나섰다. 유명 뮤지션들이나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협연을 펼치며 전국 투어를 돈다. 공식 투어 일정은 없다.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 웹사이트에 신청하여 트럼펫을 받아 릴레이식으로 연주해간다. 파크랜드 고교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ShineMSD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자 했다. 대중들은 해시태그 #InstrumentOfHope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가 이 트럼펫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ShineMSD: Instrument Of Hope Type: Otherㅣ Agy: Publicisㅣ CD: Justin Via, Daniel Massih, Josh Hor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24&source=ppt


Challenge: 이민자들의 사회 포용을 위해 일하는 NGO 단체 Welcoming America가 폐쇄적이 되어 가는 미국사회를 염려하며, 캠페인을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이민자와 미국인 간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미국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인 다카(DACA)가 있다. 그리고, 다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다카 드리머(DACA Dreamer)라고 부른다. 영상
에 소개된 Fifeld-Perez도 다카 드리머다. 멕시코에서 출생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란 그는 예술가로서 아름답고 섬세한 멀티미디어 작품들을 만들고 있
다. 그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을 이만큼 실현하고 살았을 거라 이야기하는 그는 1달러에 들어간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미완성 작품이라는
데 착안해 그만의 예술적 손길로 초상화를 완성하며, 미국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완성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두 번째 영상은 20,
30년 전만 해도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백인이었던 곳에 난민들이 유입되면서부터 갈등을 겪게 된 St. Cloud란 마을의 이야기로, 백인 주민들과 유색인종 주민들
과의 화합을 위해 애쓰고 있는 Natalia Ringsmuth를 소개한다.

Welcoming America: Portrait Of A Dreamer Type: Filmㅣ Agy: TBD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45&source=ppt


Challenge: 최근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 제2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어 가고 있다. 재향군인의 날이 다가오면 집집
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 세일 행사를 알리는 유인물들이 배송된다. TV도 마찬가지다. 재향군인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인 The Fisher House
Foundation이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Veterans Day Is Not for Sale'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세계2차대전, 베트남전, 한국전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이 등장해 재향군인의 날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한다. 전우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눈물 짓던 이들은 할인판매 전단지를 보고는 손을 떨기도 하며 황당해한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참전용사는 냉장고 할인 전단지를 들고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싸운 이유가 냉장고였나요?'라고 묻는다. 재향군인의 날의 의
미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는 이 영상은 The Fisher House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를 안내하며 재향군인의 날의 의미와 재단이 하는 일을 대중
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Results: 유튜브 조회수 12,400 뷰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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