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를 부여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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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Pequeño Editor: Stand By My Voice

Type: Otherㅣ Agy: Geometry (Argentina)
l CD: María Luján Donaire, Hernán Damilano

Challenge: 경제난 속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규모 해외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도 근 5천5백 명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중 수백 명이 아르헨티나로 떠
난다. 돈벌이를 위해 가족을 두고 해외로 이주한 가장들은 특히나 고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들이 가장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의 어
린이 서적 출판사인 Pequeño Editor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직접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이주 가장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로할 솔루션을 찾아주고자 한다.
Solution: 아빠 또는 엄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순간을 재현해주고자 아빠 엄마가 직접 읽어주는 책을 선사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베네수엘라 출신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녹음실에서 동화책을 읽었고, Pequeño Editor는 그 목소리를 특별 고안된 장치에 담아 해당 동화책에
부착해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녀에게 보냈다. 그리웠던 엄마,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기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게 되는 아
이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

Tesco Lotus: Cart Wheelchair

Type: Outdoorㅣ Agy: Kzy (Thailand) l CD: Pare Yingman

Challenge: 태국 방콕 빈민촌에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약 8만여 명이 휠체어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형마트 Tesco Lotus가 이들을 위한 CSR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못쓰고 버려지는 마트 카트에서 착안해 카트로 휠체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카트 휠체어를 고안했다. 만드는 법을 직접, 또는 튜토리얼 영상으
로 가르쳐 많은 장애인들이 금전적 부담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1,50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약 29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거뒀다. 두 달 만에 5천 명 이상이 카트 휠체어를 사용하게 됐다.
자세히보기

Playbook Hub: Project Playbook

Type: Otherㅣ Agy: Retroviral (South Africa) l CD: Kathryn McConnachie

Challenge: 뮤지션,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연기자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년 전보다 해당 분야가 훨씬 더 확장됐다. Playbook
Hub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지만 에이전시나 후원이 없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없거나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
는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플랫폼이다.
Solution: Playbook Hub은 약 한 달 간 전세계 크리에이티브들을 대상으로 60초 동안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 동영상을 받는다. 지인,
팬, 대중들의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고, 우승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이 돌아간다.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작은 네모난 상자 안에 아티스트
가 들어가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이들에게 움츠려들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들을 금전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했다.
자세히보기

Asha Ek Hope Foundation: Blink To Speak

Type: Outdoorㅣ Agy: TBWA (India) l CD: Geet Rathi, Sagar Jadhav

Challenge: 전세계적으로 ALS, MND, 척수손상, 마비 등 근육병 환자가 6천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도 없고, 수화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까지도 매일매일이 투쟁이다. 물론, 시선추적기술 장치가 있지만 고
가인데다 속도도 느리다.

Solution: 근육병 환자들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능을 하는 신체기관이 딱 하나 있다. 눈이다. 이에 착안해 인도의 관련 재단 Asha Ek Hope
Foundation과 NeuroGen 병원이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눈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인 '아이 랭귀지(eye language)'를 만들었다. 수개월에 걸
쳐 환자 및 의료진들과 연구를 진행한 끝에 근육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추려냈고, 그것들을 눈의 깜박임이나 눈동자
의 움직임 등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는 사인 체계를 만들었다. 총 50가지의 간단한 아이 랭귀지는 책자로 제작되어 NeuroGen 병원을 시작으로 환
자와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했고, 폭넓은 보급을 위해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누구는지 무료로 안내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
다.
Results: 각종 언론에 소개되면서 3백만 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다. 국제루게릭병협회에서도 캠페인을 인정하며 노력을 치하했다.

자세히보기

Freedom Voices Network: Forbidden Stories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France)
l CD: Forbidden Stories

Challenge: 언론자유를 위한 NGO 단체 Freedom Voices Network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세계 기자들이 취재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
인 Forbidden Stories를 개발했다. 미시건주립대학, 에드워드 스노든 등과 공동 개발한 이 플랫폼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취재 내용을 디지털 금
고에 저장한다. 만약 기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 세계 저명 기자들이 Forbidden Stories에 접속한 뒤 취재파일을 구성해 진실을 끝까지 파
헤치고 전세계 언론에 보도한다.
Solution: 지중해 섬나라 몰타 공화국에서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Daphne Caruana Galizia) 기자는 고위 관리, 기업인의 부패와 마약 집단의 돈세탁 등을
파헤쳤다. 그런 그가 지난해 차량 폭발 테러로 살해됐다. FBI와 유로폴 등이 수사했지만 범행 배후는 반년이 지나도록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15개국 18개 언론사에서 45명의 기자들이 공동으로 '다프네 프로젝트(The Daphne Project)'를 런칭하며 다프네 기자 피살 사건을 밝혀내기로 했
고, 마침내 최초로 Forbidden Stories 플랫폼을 활용해 기사를 구성한 뒤 전세계 언론을 통해 뉴스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Results: 일주일 만에 120개 언론사가 뉴스를 다뤘고, 전세계 1억5천3백만 명이 뉴스를 접했다.

자세히보기

Bauducco: Bauducco Panettone
Thanksgiving At Times Square

Type: Otherㅣ Agy: Samba Rock (United States) l CD: Valter Klug

Challenge: 파네토네(Panettone)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명절마다 가족끼리 모여 먹는 이탈리아 전통 빵이다. 파네토네 제조사인 Bauducco가 미국에서 추수감
사절을 기념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가족과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뉴욕을 찾아가 네 시간 동안 타임스퀘어의 대형 디지털 전광판 앞에서 행인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떠나 뉴욕에 혈혈단신으로 살고 있거나 파병이나 결혼 등 여러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가 진
행되는 동안, Bauducco는 특수 제작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몰래 전광판에 띄
웠다. 인터뷰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며 깜짝 놀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뉴요커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uducco는 이번 영상
을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SNS에서 홍보중에 있다.
자세히보기

The National Lottery: Haircuts4Homeless

Type: Otherㅣ Agy: adam&eveDDB (United Kimgdom)
l CD: Christian Sewell

Challenge: 영국국립복권(The National Lottery)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공공영역의 프로젝트를 위해 복권수익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캠페
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베테랑 헤어디자이너와 함께 진행해온 Haircuts4Homeless를 소개하는 TVC를 제작했다. 2014년부터 노숙자들을 위한 헤어컷 봉사를 해온
Haircuts4Homeless는 영국 45개 지역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다. 영상에서와 같이 머리를 단정히, 때로는 과감하고 감각 있게 스타일
링 해주는 것만으로도 늘 우울감에 빠져있던 노숙인들의 표정이 한껏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다고 느
끼다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직접 받게 되면서 살아 있음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영국국립복권 구매자들은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는 게 이번 캠페인의 메시지다. 실제 매주 3천만 파운드의 복권 수익금이 이러한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Samsung: Feel The Sound

Type: Otherㅣ Agy: Wenderfalck (Sweden) l CD: Adam Radi

Challenge: 사운드는 영화 감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경우 영화를 충분히 즐기지 못할 때가 많다. 기술을 통한
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삼성이 이번에는 청각장애인이 영화 감상 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영화에서 사운드의 중요성은 공포영화일 때 더욱 두드러진다. 긴장감이 사운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한 삼성은 스웨덴 공포영화 '렛미
인'의 개봉 10주년을 맞이해 렛미인의 사운드 디자이너로 참여했던 Per Sundström과 공동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렛미인 사운드 믹스를 제작했
다. 기존 렛미인에 사용됐던 오리지널 사운드의 베이스 사운드를 강화하고 재작업하여 사람의 몸까지 전해질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낸
것이다. 주로 고주파 사운드가 기반이 되는 오리지널 사운드의 쇼크 팩터(shock factor)를 상승시키기 위해 베이스를 더 많이 추가함으로써 공포
영화 감상에 필수적인 으스스한 기분을 강화했다. 사운드를 재작업한 이번 렛미인 버전은 스트리밍 서비스 SF Anytime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

O2: LIVE From ‘89

Type: Otherㅣ Agy: Triad (Slovakia) l CD: Martin Woska

Challenge: 1989년 11월 17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억압적인 공산당 체제에 맞서기 위해 민주화 혁명을 시작한 날로, 이 혁명을 벨벳 혁명이라고도 한다.
벨벳 혁명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평화롭게 나뉘게 됐고, 각국은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각국 젊은이들의 67%가 벨벳
혁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자유와 공정성이란 브랜드 가치를 내건 통신사 O2가 2017년 11
월 17일을 맞이해 젊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할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벨벳 혁명 기념일 아침. O2가 CNN, 유튜브 등등 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해외 웹사이트를 전부 차단했다. 과거 공산당 체제에서 서방 자유국가와의
교류가 일절 차단됐던 시대를 디지털로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또한, 당시 철저히 억압받던 언론의 자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인터넷 포털의
세계 뉴스 섹션과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만든 뮤직비디오를 전부 차단했다. 정오가 채 되기도 전에 SNS에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O2는 벨벳 혁명
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포스팅을 올렸고, 혁명이 시작된 오후 3시 20분 정각부터 혁명 당시의 오디오와 영상 클립들을 올렸다. 과거의
역사를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혁명 당시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올려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지게 했다.
Results: 하루 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인 600만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O2 브랜드 인지도가 37% 상승했다.

자세히보기

The Browsing Copy Project: For Browsing Only

Type: Design ㅣ Agy: Beatiful Singapore ㅣ CD: Roy Poh

Challenge: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게 되는 책이 미국에서만 한 해에 20억 권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점에서 팔리지 않는 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
는가? 이 책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쓰레기장으로 직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들이
팔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훑어 본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누군가 잠깐 넘겨 본 흔적 하나 때문에 버림 받은 책들에 다시
가치를 부여하고자 The Browsing Copy 프로젝트가 런칭됐다.
Solution: 전세계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들에게 버림받은 책들을 캔버스 삼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요청했다. 아티스트들은 서점에
서 수거한 책들을 예술적 가치가 넘치는 새로운 디자인의 책으로 변신시켰고, 'For browsing only(훑어보기용)'이라는 제목을 단 이 서적들은 전세
계 서점, 도서관, 카페, 부티크 샵, 병원, 미용실 등에 배포돼 판매가 아닌 비치용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책의 제작 과정을 온라인 다큐멘터리로 제
작해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300 여 개의 웹사이트, 여러 잡지와 뉴스 등에 이번 프로젝트가 소개됐고, 여러 나라의 서점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45명의 디자이너들이 프
로젝트에 참가하면서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