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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인 캠페인



Challenge: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에 있는 늘 같은 무표정의 얼굴에 큰 관심을 보이기가 어렵다. 보는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무감각해진다.

Solution: 국제적십자사가 스틸 이미지 속 실종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실종자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캠페인 사연들은 늘 실종자 사진을 품에 안고 다니고 길거리에 붙이고 다니는 부모들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편견어린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
하다. 그동안 대중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실종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SNS 채널들을 통해 전세계에서 런칭됐다.

Red Cross: Breaks The Prejudice Surrounding Disappeared Relatives

Type: Filmㅣ Agy: Cheil l CD: Nicolas Diaco, Ezequiel De Luca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9&source=ppt


Challenge: 온라인 항공권 검색 사이트 Momondo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세상을 향해 모든 인류의 하나됨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전세계에서 국가, 인종, 종교,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61명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초대했다. 이들은 모이기 전 자신의 등에 문신을 했고, 마침내 다같
이 모인 자리에서 등이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동그랗게 모여 각자 자기소개부터 했다. 어릴 때 인종차별을 했던 기억을 꺼내는 사람에서부터 자신의 자녀가
인종차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군대에서 적대감을 키우며 나와 다른 남을 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못나고 아픈 기억과 현재의 두려움 등
을 토로했고, 세상이 좀 더 사랑과 이해, 평화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61명이 전부 뒤를 돌아 등에 새긴 타투가 연결됐을 때
인류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Results: 동영상 7,300만 뷰, 상호작용 47만 회, 댓글 12,000개 등을 기록 중이다.

Momondo: The World Piece Type: Onlineㅣ Agy: &Co l CD: Robert Cerkez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7&source=ppt


Challenge: 감기약 브랜드 Vicks는 최근 2년 간 희귀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의 이야기와 트랜스젠더 엄마와 입양한 딸의 이야기를 그린 실
화를 바탕으로 한 'Touch of Care' 캠페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금기시되어온 여러 이슈를 공론화했다. 2019년을 맞이해 Vicks는 또다른 소재로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한다.

Solution: 'Just a Boy'란 타이틀의 영상은 HIV 바이러스 보균자로 태어난 필리핀 소년과 그를 어려서 입양해 키운 아녜스에 관한 감동 실화다. 생모가 사망하
는 바람에 얼떨결에 아기를 맡아 키우게 된 아녜스는 아이가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다. 또래 아이들
과 어울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바랬던 아녜스의 간절한 바램은 어느날 병원으로부터 HIV 바이러스가 비활동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침내 이뤄
졌다. 드디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게 된 아녜스는 '아들은 스스로 원해서 HIV 보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들의 피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나는 상관없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번 캠페인은 HIV/에이즈 환자를 돕는 Project Red Ribbon과 Duyan Project 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Vicks: Just A Boy #TouchOfCare Type: Otherㅣ Agy: Publicis l CD: Sheila Gonzales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92&source=ppt


Challenge: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겨냥한 구글 브랜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태국 방콕에서는 거리에서 길을 잃은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매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상의 주인공 Aum은 7살의 어린 나이
에 호기심에 집을 나간 뒤 길을 잃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 집과 가족을 설명할 길이 없던 그는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긍긍
하며 15년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PC 방에서 우연히 구글 음성 검색 기능을 발견하게 되고, 글을 몰랐던 그가 음성만으로 마침내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을 찾
았다. 드디어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된 그는 현재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Results: 영상 공개 첫째 날에 250만 뷰를 기록했고, 일주일 만에 500만 뷰와 좋아요 15,000, 공유 5,000회 등을 기록했다

Google: Aum's Reunion Type: Otherㅣ Agy: Across the Pond l CD: David Foggon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1&source=ppt


Challenge: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P&G가 그동안 올림픽 대회에서 진행해온 "Thank you, Mom" 캠페인을 연장하며, 인류 평화의 대잔치인 올림픽
에 걸맞는 주제로 보다 발전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편견은 전세계 어디서나 인간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편견이란 무서운 세력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 서
는 존재는 우리의 어머니들이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싸우고, 자녀를 격려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자녀의 잠재력을 강화해준다. 전세계적
으로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편이 돼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를 가르쳐준다. 이번 P&G의 "Love Over Bias", 즉 편견을 이기는 사랑은 자녀가 또래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늘 믿고
지지하고 격려해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마침내 세계 최고의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았다.

Results: 동영상 뷰 3억을 기록했고, 전세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캠페인이 50억 회 이상 노출됐다.

P&G: Thank You Mom Type: Otherㅣ Agy: Wieden + Kennedy l CD: Susan Hoffman, Mark Fitzloff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07&source=ppt


Challenge: 벨기에 겐트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뮤지션 비요크의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 그동안 프린스, 레오나드 코헨 등 세계적 아티
스트들의 공연이 자주 열렸던 이곳 성베드로 광장에서는 콘서트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백미터 줄을 지어 기다리는 관중들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인 쓸쓸한 모
습이 연출되곤 한다. 성베드로 광장이 훤하게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Ter Rive의 노인들은 찾아오는 이 없는 보호자 면회석을 쓸쓸히 바라만보고
있다.

Solution: 비요크 콘서트를 주최하는 Gent Jazz Festival 측이 기발하고 훈훈한 아이디어로 노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에 관한 문제에 사회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콘서트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 발코니에 콘서트 좌석을 만들어 요양원 거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착석해 콘
서트를 보는 거다.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발코니석은 별도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관련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Results: 요양원 노인들이 페스티벌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이 순식간에 조횟수 13,000을 기록했고, 캠페인 런칭
한 시간만에 매진된 발코니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들이 SNS를 장식했다.

Gent Jazz Festival: Balcony Seats Type: Otherㅣ Agy: Humming l CD: Sara West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554&source=ppt


Challenge: 일본 한방약 회사 Saishunkan Pharmaceutical이 20대 후반-30대 여성을 타깃으로 감성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주지 않을까봐 고민한다. 특별히 첫 아이 출산 후 2-3년 내에 이혼률이 증
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 불안을 갖고 살아간다. 이에, Saishunkan이 그러한 부부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에 맡기고 와도 될 만큼의 세월을 보낸 부부들이야말로 다시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에 가장 적합할 거라 판단, 그러한 범주에 들
어가는 어느 평범한 젊은 부부를 찾아갔다. Sainshunkan의 배려 속에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미용실과, 근사한 레스토랑엘 데려갔다. 그리고 예쁜
꽃을 선사하며 아내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한 편지를 눈물과 함께 읽어내려갔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부부
로서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임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Sainshunkan은 해시태그 #StillinLove로 SNS 유저들의 캠페인 참여를 격려했다.

Saishunkan Pharmaceutical: Renew Your Vows #StillinLove
Type: Otherㅣ Agy: Dentsu l CD: Hideaki Fukui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135&source=ppt


Challenge: 현대자동차는 지난 20년간 소아암환자돕기 재단 Hyundai Hope On Wheels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될 때마다 현대차가 일정액을
재단에 기부한다. 즉, 현대차 고객이 소아암환자돕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 막상 현대차 고객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Solution: 현대차는 제52회 슈퍼볼에서 제네시스 체험존을 운영한다. 그런데 여기에 감동적인 반전을 준비했다. 제네시스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고객들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한다. 보안상의 이유인가보다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검색대에 걸리고 만다. 이들의 몸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대자동차 키. 아무튼 키를
맡겨놓고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방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기다리고 있다. 스크린이 켜지자 Hyundai Hope On Wheels의 도움으로 소아암을 극복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화면에 등장해 감동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을 수 있었다고. 이후, 화면 속 주인공들이 직접 그 자리
에 나타나 현대차 고객들과 눈물의 포옹을 나누는 모습은 나눔과 희망, 그리고 감사에 대한 소중한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Hyundai: Hope Detector Type: Otherㅣ Agy: Innocean l CD: Scott Muckenthaler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050&source=ppt


Challenge: 10월 1일은 세계 커피의 날이다. 수 천명의 커피 재배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날이다. 이에 일리(Illy) 커피가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전세계 커피 애호가들과 함께 커피 재배 농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해시태그 #thanks4thecoffee를 이용해 SNS 유저들이 커피 재배 농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일리 매장에서는 고객들
이 직접 수기로 비치된 카드에 감사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수합된 모든 감사 메시지들은 농민들이 읽을 수 있는 스페인어로 번
역되어 직접 커피 농가로 배달됐고, 배달을 담당한 일리 직원들이 커피 나무 가지가지마다 메시지들을 걸어놓아 다음 날 농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했다.

Results: 불과 며칠만에 수 천 개의 감동적인 글, 그림, 사진 등이 수합됐다.

Illy: #Thanks4thecoffee Type: Online ㅣ Agy: DLV BBDO (Italy) ㅣ CD: Michele Picc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5896&source=ppt


Challenge: HBO에서는 스티블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새롭게 제작한 2차 세계대전물인 The Pacific을 방영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번 미니시리즈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HBO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Solution: 이제는 8,90대가 된 참전용사들의 대부분이 건강과 비용 탓에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 워싱턴 DC에 있는 2차 세계대전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 미니시리즈의 내용처럼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250명의 참전용사들을 2차 세계대전 기념관으로 초청했다. 숙박, 비행기,
공항 픽업 등이 모두 제공됐고, 톰 행크스, 스티븐 스필버그, 군관계자들이 직접 2차 세계대전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들을 반기고 경의
를 표함으로써 감동을 자아냈다.

Results: 미국 유수의 언론들이 캠페인 소식을 다루면서 2천2백만 명이 언론을 통해 캠페인을 접하게 됐다. The Pacific 첫회의 시청자수가 900만으로 집계되
며 5년만에 HBO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미니시리즈가 됐다.

HBO: The Pacific National Honor Flight Type: Promo ㅣ Agy: Civic Entertainment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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