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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겟한 캠페인



Challenge: UNDP가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Solution: 'The Birds & The Bees'라는 동화책을 제작했다. 비록 아직은 어려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전 세계 리더들이 기
후 변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동화책이 생명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면, 이번 UNDP가
만든 책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기후 변화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책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곧
출판될 예정이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Birds & The Bee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Jack Elliott, Lochie Newham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472&source=ppt


Challenge: Dettol이 호주에서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좋은 손 위생 습관 들이기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호주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손씻기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위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ettol이 재미있게 손씻기를 배울 수 있는 'Catch a Habit'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일 년 내에 어린이 100만 명에게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
는 Catch a Habit 프로그램이 도달할 수 있도록 Dettol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의 손씻기 주제가를 만들었다. 또 Hygiene Quest라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게임, 만화, 활동지 등을 통해 비누로 손씻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한다.

Results: 애니메이션 영상 'Catch a Habit'의 유튜브 조회수가 한 달간 42만 뷰를 기록했다.

Dettol: Catch A Habit Type: Filmㅣ Agy: Saatchi & Saatchi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323&source=ppt


Challenge: 호주의 통밀 시리얼바 Weet-Bix가 어린이들을 겨냥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Feed the Belief' 영상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농구 슈퍼스타, 산악 등반가, 최고의 기계체조 선수, 산호 구조가, 로봇 엔
지니어, 락스타, CEO, 역도 세계 챔피언 등등 다양한 꿈을 꾸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Weet-Bix를 먹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꿈을 이뤄가라고 말
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9만 뷰를 기록했다.

Weet-Bix: Feed The Belief Type: Filmㅣ Agy: Special Grou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63&source=ppt


Challenge: 실종 아동 찾기 재단 Amber Alert Europe이 팬데믹 기간에 더욱 심각해진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행위)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Love Birds'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를 런칭했다. Love Birds라는 노래는 언뜻 들었
을 때는 우정에 관한 평범한 노래로 들린다. 하지만 사실은 온라인 그루밍의 5단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사다. 가사에 맞춰 총 5단계로 구성된 댄스 챌린지
는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 홍보를 도왔다. 그리고 세계 실종 아동의 날 전 날, 댄서들과 캠페인 파트너들이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서서 노래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Results: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틱톡 댄스 챌린지를 보고 따라하는 영상을 올렸다.

Amber Alert Europe: TikTok Dance Challenge Type: Direct MarketingㅣAgy: InnoceanㅣCD: Stefano De Lucci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55&source=ppt


Challenge: 인형 브랜드 Barbie가 인형이 어린이 발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특히 요즘 같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인
형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어린이가 인형 놀이를 할 때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의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Barbie가 새로 제작한 영상 'A Doll Can Help
Change the World'에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Barbie 인형을 갖고 놀면서 너그러움, 인내심, 포용력, 이해심, 공감 능력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아이들의 인형놀이를 그저 재미적인 측면으로만 봐왔던 어른들의 시각을 바꿔줄 만한 영상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77만 뷰를 기록했다.

Barbie: A Doll Can Help Change The World Type: FilmㅣAgy: Bartle Bogle HegartyㅣCD: Yohan Daver, 
Sapna Ahluwali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335&source=ppt


Challenge: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붕어 모양의 과자 Goldfish Crackers가 어린이와 부모들의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줄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줄 캠페인 'Feeding Imagination'을 런칭했다. 어린이들은 금붕어 모양의 Goldfish Crackers를 먹으며 상상력 놀이를 자주
한다는 연구조사 결과에 착안한 이번 캠페인은 Goldfish Crackers를 먹으면서 금붕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든 세 명의 어린이를 소개하고, 이
들의 상상력에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아이들이 만든 그림을 대형 벽화로, 이야기를 동화책과 게임으로 만들어 선물하며 봉쇄령 기간이 더욱 힘들었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SNS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도 아이들의 동화와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80만 회를 기록했다.

Goldfish: Feeding Imagination Type: Outdoorㅣ Agy: Zulu Alpha Kiloㅣ CD: Susie Le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62&source=ppt


Challenge: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구에서 앞으로 가장 오래 살아야 하는 세대는 지금의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
견이 중요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Solution: 세계적인 아티스트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이 어린이, 연구진, 기타 전문가들과 합작으로 Earth Speakr라는 양방향 디지털 아트워크를
제작했다. 지구, 나무, 돌, 물 등 자연환경의 모습을 한 이 디지털 아트워크들은 동명의 스마트폰 무료 앱 또는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전세계 어린이들의 아바타
가 되어 줄 것이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한 어린이가 자신의 아바타가 될 자연의 얼굴을 선택한 뒤 지구 환경에 대한 의견을 녹음하면, 증강 현실을 통해 아
바타가 어린이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을 하게 된다. 어른들은 Earth Speakr에서 투명 구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나라와 지역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전세계 리더들이 회의를 위해 모이는 장소 위에 아이콘들을 띄워줌으로써 지도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arth Speakr는 24개 EU 공식 언어
로 이용 가능하다.

Olafur Eliasson: Earth Speakr Type: Otherㅣ Agy: AKQ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68&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외치고 있지만,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지구환경은 이제야 일상으
로 돌아간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운동단체 Global Optimism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Solution: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봉쇄령 기간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정치 전략가이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설계한 톰 리벳 카낙(Tom Rivett-Carnac)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를 썼고,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이 낭독을 맡았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이번 애니메이션은 감상 후에 전자책 버전으로 무료 다운받을 수 있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9만을 기록했다.

Global Optimism: What Happened When 
We All Stopped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72&source=ppt


Challenge: 내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레고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놀이와 음악을 동시에 즐기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
로젝트를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글로벌 독점 협약을 맺고, 아동 발달을 강화하고 음악과 레고가 정신건강과 창의력에 가져다 주는 장점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유대감을 기르고 스스로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몰입형 양방향 놀이와
안전한 사회 경험을 통해 창의력 발달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Lego: System In Play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045&source=ppt


Challenge: 호주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Powershop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져 전력 소비가 많아진 가정들을 타깃으로 전기절약 캠페
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가구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아이들과 부모에게 재미있게 알려주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키즈북을 개발했다. 키즈북의 주인공인 골디는 기후에 민감한
개구리로 연못가 파티를 열려고 한다. 키즈북을 읽는 아이들은 골디가 숲속 친구들을 초대하고, 음식과 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우면서 기후가 동식물과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자기 집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음날 디지털 키즈북을 다시 열면, 해당 가정의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통해 그 가정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전날보다 더 가까워졌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결과가 개선됐다면 책의 장면과 결론도 밝고
희망적으로 펼쳐진다. 그렇지 않다면, 책의 내용도 다소 재미를 잃게 될 것이다. 키즈북은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모든 호주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Powershop: Powershop Pond Party Type: Onlineㅣ Agy: Greyㅣ CD: Ben Mann, Nic Molyneux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65&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