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환경보호) 캠페인

2021. 06. 23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Concern: Search: Climate Change

Type: Filmㅣ Agy: Don't Panic Londonㅣ CD: Fons Schiedon

Challenge: 기후변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지구가
녹거나 폭발하는 등 과장되거나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수두룩하다. 아일랜드의 NGO 단체 Concern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현
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Solution: 12개 유럽 국가들의 14개 조직들로 구성된 환경 연합 '1Planet4All'을 위한 캠페인 'Search: Climate Change'를 런칭했다. 기후변화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여지는 전혀 현실에 와닿지 않는 그림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캠페인으로, 영상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움짤들을 보여주다가 산불, 가뭄, 물난리 등등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통해 기부변화의 악영향을 겪는 실제 장면들로 전환하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반전시킨다. Concern은 대중들의 사고도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진지한 자
세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Noticias De La Comarca: Fireproof Newspaper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Havasㅣ CD: Maria Lujan
Donaire, Hernan Damilano

Challenge: 근래 들어 최악의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의 95%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작은 신문지 한 장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Solution: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지역 신문사 Noticias de la Comarca가 인재로 인한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르헨티나 소방서 재단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로 불에 타지 않는 신문을 제작했다. 불연성 재료로 특수 처리된 이 신문은 특별판으로 제작돼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판매됐다.
Results: 기부금이 500% 상승했고,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이 70% 증가했다. 언론 노출 횟수는 1,420만 회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Marviva: Strawmitments

Type: Onlineㅣ Agy: Orsonㅣ CD: -

Challenge: 코스타리카는 그동안 환경 보호 정책에 앞장 서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코스타리카 정치인들은 말뿐
이지 환경 보호 정책의 입안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비닐,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이 10년째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Solution: NGO 단체 Marviva가 정치인들을 향해 헌신을 갖고 지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의 Strawmitments(빨대를 의미하는 straw와 약속, 헌신의 뜻
이 단어 commitment의 합성어) 캠페인을 런칭했다. 국민들이 플라스틱 빨대로 약속을 의미하는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낀 모습을 SNS로 공유하는 캠페인이
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동참해 플라스틱 빨대로 반지 만드는 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Marviva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 청원 운동
도 함께 전개했다.
Results: 언론 보도를 통한 캠페인 홍보 가치가 3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만 명과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12만7천 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결
국 캠페인의 영향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코스타리카는 남미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자세히보기

Google: Make It Stop

Type: Filmㅣ Agy: FCB 360iㅣ CD: -

Challenge: 구글이 자선 단체 Global Citizen과 손잡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유튜브에 공개된 30초짜리 영상은 어떤 집과 그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산불에 완전히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이 화면 전체로 번져감에
따라 헤드폰이나 스피커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불타오르는 소리가 옮겨가고 발소리, 새들이 도망가는 소리 등도 들리며 사실감을 더한다. 또한, 광고 건너
뛰기를 클릭하려고 하면 '기후 위기는 건너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고, Global Citizen의 홈페이지를 안내한다.
Results: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WWF: Nature Is Calling For Help

Type: Radio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Jesús Ulloa

Challenge: 2020년,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1,300만 헥타르 규모의 삼림이 파괴됐다. 1분마다 축구장 40개가 사라지
는 꼴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수년간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왔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Solution: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이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 WWF는 삼림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우는 새소리를 세계 최초로 라디오 캠페인으로 송출했다.
호주 까치는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흉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까치들이 호주 산불 시 출동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흉내냈었다. 그만큼 화재
가 오래 지속됐고 피해도 크다는 의미다. 이때 까치가 흉내낸 사이렌 소리를 녹음한 자료를 송출한 것. 두 번째로는 나무를 베는 체인톱 소리를 흉내낸 금조의
울음 소리를 내보냈다. 정말 놀라운 정도로 똑같은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발 희망컨대, 이 동물들의 구조 요청에 귀를 기울이길
바랄 뿐이다. WWF는 산불과 삼림 벌채가 심한 칠레에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세히보기

United Nations: Fight Back

Type: Filmㅣ Agy: AMV BBDOㅣ CD: Toby Allen, Jim Hilson

Challenge: 유엔이 공기오염 퇴치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유엔이 유튜브와 손잡고 양방향 온라인 캠페인 'Fight Back'을 런칭했다. 유튜브의 순차적 스토리텔링 포맷을 활용한 'Fight Back' 영상은 유명한 파
르쿠르 아티스트 조지아 먼로가 출연해 끈질기게 쫓아오는 오염된 공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과 건물을 뛰어다니며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탈출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독가스 같은 공기에 사로잡히고 말 것인가는 시청자의 선택에 달렸다. 만약 시청자가 'skip(건너뛰기)'를 클릭하면 주인
공은 위험과 불확실 속에 갇히고 만다. 반면에 'impression(시청)'을 선택하면 코앞까지 덮친 오염된 공기를 물리칠 수 있다. 유엔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
능 개발 목표 13번인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과 지지, 참여를 통해 공기오염을 퇴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1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Jhatkaa: The Billboard That Breathes

Type: Outdoorㅣ Agy: Think Happy Everydayㅣ CD: Manu Vikraman

Challenge: 인도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NGO 단체 Jhatkaa는 인도의 대기오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벵갈루루, 델리, 러크나우, 뭄바이 등 대도시 네 곳에 인간의 폐 모양을 한 대형 설치물을 설치했다. 숨쉬기를 흉내내기 위한 선풍기와 헤파 필터를
장착한 이 설치물은 도심 중앙 옥외광고대에 설치되어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여줬다. 설치 당시 하얀색이었던 폐가 며칠 되지 않아 점점
잿빛이 되더니 결국 새까맣게 변하고 만 모습을 대중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실제 대기오염 지수와 함께 디스플레이됐기 때문에 대중은 직접 수치를 확
인하며 심각성을 깨달았다.
Results: 캠페인이 3억 뷰를 기록했고, SNS 노출횟수가 수백만을 기록했다. 전세계 75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자세히보기

Sea Shepherd: Operation Ocean

Type: Filmㅣ Agy: Braaxeㅣ CD: -

Challenge: 해양환경보호 단체 Sea Shepherd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인간의 지나친 소비와 그로 인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캠페인
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제작됐다.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Operation이란 게임에서 착안해, 사람이 아닌
고래의 뱃속에서 담배꽁초에서부터 시작해 각종 플라스틱까지 각종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Sea Shepherd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체험
교육장 Ateliers Sea Shepherd Kids에서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Greenpeace: Greenpeace Turns Instagram Stories
Into Pocket Protest Against Plastic

Type: Otherㅣ Agy: Rethinkㅣ CD: -

Challenge: 그린피스가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중인 캐나다 외식업체들을 겨냥한 환경운동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직접 플라스틱 빨대 이용 매장을 고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이렇다. 먼저, 플라스틱 빨대를 사
용하는 매장의 이미지나 영상을 찍는다. 둘째, 인스타그램 GIF로 'plastic(플라스틱)'을 검색한다. 그러면, 이번 캠페인을 위해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움짤들이 검
색될 것이다. 셋째, 검색된 GIF를 촬영한 플라스틱 빨대 위에 위치시키고, 업체명과 위치를 태그한다. 이 절차를 따르면,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질식하는 안타까운 장면의 GIF가 만들어진다.
자세히보기

Fundația Conservation Carpathia: Oh Christmas
Tree, Green Wannabe

Type: Onlineㅣ Agy: Friendsㅣ CD: Sorin Trâncă

Challenge: 크리스마스만 되면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의 삼림파괴가 악화된다.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이다.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
는 비영리단체 Fundația Conservation Carpathia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삼림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루마니아의 유명 소녀 합창단이 독일민요 'O Tannenbaum(소나무야)'를 'Oh Christmas Tree(크리스마스 트리야)'로 개사하여 불렀다. 특히, 전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욱 심각해지는 삼림파괴 문제를 다룬 가사를 4개국어로 번역해 연이어 합창을 했다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Results: 루마니아의 클래식 콘서트홀이 만원을 이룬 가운데 합창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