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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 캠페인



Challenge: 영국의 전립선암 홍보 단체 Prostate Cancer UK가 기부를 일으키고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아빠와 자녀들이 춤을 추는 틱톡 비디오들을 모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아빠와 자녀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춤을 추는 장면들
이 이어지는 가운데 캠페인 영상은 아버지가 없는 날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전립선암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잃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
충분히 경각심이 일 것이다. Prostate Cancer UK는 기부를 통해 전립선암 환자 돕기와 예방 사업에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4주간 유튜브 조회수 14만 뷰를 기록했다.

Prostate Cancer UK: Imagine A Day 
Without Our Fathers

Type: Onlineㅣ Agy: Publici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21&source=ppt


Challenge: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코로나19 이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X세대를 대상으로 직장암 예방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앉혀 놓고 어렵지만 차분히 성교육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가 온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이슈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바로 암 검사다. 호호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45살 된 아들에게 다가가 어렵사리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다 큰 아들한
테 왜 이러시냐는 표정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넨 책자를 보자 이제야 이해를 하겠다며 환하게 웃는다. 아버지가 건넨 건 직장암 검사 안내문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7만 뷰를 기록했다.

CDC: Bums And The Bees Type: Filmㅣ Agy: Ogilv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14&source=ppt


Challenge: 유방암은 에콰도르 여성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암을 앓고 그 중 최소 3천 명이 사망한다. 하지만
조기 검진으로 유방암 환자 수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Solution: NGO 단체 Fundación Cepreme는 일 년 동안 여성이 평균 세 차례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선물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고갈을 경험하는
많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보다 의미 있는 선물을 하자는 뜻의 'Life Cards', 즉 생명 카드라는 기프트 카드를 제작했다. 일반적인 기프트 카드와 달리 유방암 조
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로, 앞으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자는 소중한 마음을 전한다한다.

Results: 언론 홍보 효과 4만8천 달러, 언드 미디어 2만5천 달러, SNS 노출횟수 100만 이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3천 회 등을 기록했다.

Fundación Cepreme: Life Card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Madison Agenci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35&source=ppt


Challenge: 영국에서 약 5만 명 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해 암진단을 놓치고 있고, 이 숫자는 내년이면 두 배로 증가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암환자들에게
최고의 진료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국의 암 관련 자선단체 MacMillan Cancer Support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의 역할을 홍보하고, 나아가 기부
를 진작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병원에 파견돼 있는 MacMillan 직원들이 암환자와 보호자들의 감정까지도 어루만져주고,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공유하는 모습들을 담은 영상
'Whatever it takes'가 공개됐다. 큰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모습이 큰 감동을 선사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1만 뷰를 기록했다.

MacMillan: Whatever It Takes Type: Film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79&source=ppt


Challenge: 항생제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3만8천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항생
제 내성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Solution: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아 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태국 건강진흥재단)이 신약을 개발했다고 한다. 'Uncured Medicine'이라고 명명한 이
약은 이름처럼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없는 이상한 약이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항생제에 대한 맹신이다. 항생제를 오남용한다면 바로 이
Uncured Medicine처럼 다른 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을 뿐더러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약 아닌 약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건
강진흥재단은 Uncured Medicine 5만 박스를 대중들에게 나눠주며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 8천6백만 이상을 기록했고, 1천2백만 명 이상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Uncured Medicine

Type: Direct Marketing ㅣ Agy: Leo Burnettㅣ CD: Thanachpath 
Ratanaborvornseth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66&source=ppt


Challenge: 매년 페루 인구의 31%가 암으로 사망한다. 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 La Liga contra el Cancer는
페루인들이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찾아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페루 리마의 칼라오라는 곳에 그 지역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벽화가 등장했다. 페루의 유명 화가가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벽화로 그
렸다. 사전에 La Liga contra el Cancer가 그림 속 주인공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듣게 된 암투병 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페루의 암 관련 통계자료,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그림 옆에 나란히 적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었다.

Results: 2주 만에 SNS에서 6만 건의 상호작용이 발생했고, 70만 개의 인쇄매체에서 캠페인을 다뤘다. 또, 동영상 조회수 6천만 뷰를 기록했고, 6만3천 명이
캠페인에 노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검진률이 1,000%나 상승했다는 점이다.

Liga Contra El Cancer: Prevention Murals Type: Outdoorㅣ Agy: MullenLoweㅣ CD: Jorge Bry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56&source=ppt


Challenge: 급성심정지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로 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AED가 6분 이내 찾을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위치
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AED 제품 '하트스타트'의 제조사인 필립스가 AED 설치 증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가까운 AED 위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독일 에인트호번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활용했다. 필립스는 GPS 수신기 및 미니 컴퓨터에 연결된 LED가 내장된 티셔츠를 제작해 다수의 마라
톤 참가자들에게 입혔다. 이 셔츠를 착용한 마라톤 참가자들이 에인트호번 전체를 뛸 때, 가슴에 있는 LED 조명이 가장 가까운 AED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
타낸다. 마라톤을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는 AED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Philips: Team Heart Safety Type: Otherㅣ Agy: Ogilvyㅣ CD: Gijs Sluijter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103&source=ppt


Challenge: 생명 기증의 달(Donate Life Month)을 맞아 장기기증 홍보 단체 Donate Life California가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장기기증 등록자는 그 가운데 45%에 머물고 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캘리포니아주의 경찰서 세 곳과 손잡고 'Second Chance'라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교통위반으로 걸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경
찰에게 제시했을 때 장기기증 희망의사가 표시돼 있는 경우에 한 번 눈감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Results: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자 다른 나라들로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Donate Life California: Second Chances Type: Other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17&source=ppt


Challenge: 성인 40명 중 1명은 강박장애(OCD)를 앓고 있다고 한다. 강박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타파하고, 강박장애를 엄연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해야 한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IOCD Association(국제 OCD 협회)가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미국 밀워키에 있는 사무실, 커피샵, 대학, 공공장소 등에 게릴라 스티커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는
'Wash hands for one hour before returning to work(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손을 한 시간을 씻는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화장실 문에는 'Lock and unlock
door 12 times(문을 12번을 잠갔다 열었다 한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또, 전등 스위치가 있는 곳의 스티커에는 'Flip switch 20 times before leaving
room(방을 나서기 전에 스위치를 스무 번을 껐다 켰다 한다)'고 적혀 있고, 계단에는 'Skip every other stair(반드시 한 계단씩 건너뛴다)'고 쓰여 있다. 헬스장
에 적힌 내용도 새롭다. 'Clear throat twice between each rep(운동을 한 동작씩 할 때마다 두 번씩 헛기침을 한다)'. 강박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나 강박장애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IOCD Association: OCD Is A Real Disease Type: Outdoorㅣ Agy: Serve Marketing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13&source=ppt


Challenge: 참전용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치료를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Warrior Adventures Canada가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고 지지와 후원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최근 UB 버클리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 자연과 어울리며 감탄하는 과정을 통해 PTSD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4일간 래프팅을 하러 자연을 찾은 10여 명의 참전용사들 중 29%가 PTSD 증상 완화를, 그리고 21%가 일반적인 스트레스 감소를 경험했
다고 한다. 여기에 착안해 Warrior Adventures Canada가 PTSD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과 함께 캐나다의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참전용사들은 PTSD 극
복을 위해 도심과 멀리 떨어진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급류타기, 캠핑, 암벽타기 등을 했다. 자연의 치유력을 노래한 내래이션이 영상의 감동을 더한다.

Warrior Adventures Canada: Join Us Type: Otherㅣ Agy: FCBㅣ CD: Dustin Anst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19&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