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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felt: Children Should Enjoy Like Children

Type: Outdoorㅣ Agy: McCann (Israel) l CD: Eddie Gartsman

Challenge: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을 돕는 이스라엘의 단체 Elifelt가 이스라엘의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누카를 맞아 성금 모금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하누카가 되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하루동안에도 여러 곳의 어린이 쇼를 구경하러 간다. 하누카라고 해서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장소
에서 지루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Elifelt 아이들과는 매우 다르다. 보통의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신나는 쇼를 구경할 때 Elifelt는 아프리카 난민 어린
이들이 하누카에 뭘 보고 있는지를 리얼하게 말해줄 짧은 영상 3개를 만들어 공개했다. 천장의 팬이 돌아가는 영상, 아무 움직임 없는 복도 끝의
모습을 담은 영상, 그리고 시계다. 단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건너뛰기할 이 영상들이 Elifelt 어린이들이 마주한 현실이란다. 그것도 하누카날에...
Results: 100장의 어린이 쇼 티켓을 구매하는 게 목표였는데 총 265개의 티켓을 구매할 만큼의 성금이 모금됐다.

자세히보기

Fund For Peace: The Bottom 100

Type: Otherㅣ Agy: Havas (Australia) l CD: -

Challenge: 국제 NGO 단체 Fund for Peace(FFP)가 전쟁과 박해 때문에 유리된 생활을 하는 전세계 6,560만 명의 고통에 대중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매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0인의 리스트가 발표된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관심있어 하는 순위다. 이 말은, 세상은 부에만 집중하지 빈곤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FFP는 글로벌 빈곤 리스트, 'FFP Bottom 100'을 발표했다. FFP는 기자와
사진작가들을 2년에 걸쳐 5개국에 파견해 총 23개 국적의 100인을 취재하며 전쟁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와 글에 담았다. FFP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기자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사진전을 열었다.
Results: 언론을 통해 전세계 1억9천2백만 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고, 캠페인 노출 횟수는 7천만 이상을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The Deep Place

Type: Otherㅣ Agy: Novo Films (United States) l CD: Vera Leung

Challenge: 수천 명의 6-18세 소아 및 청소년들이 아프리카 가나 볼타 호수(Lake Volta)에서 하루 18시간씩 어업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아이들이 이 무서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조 아니면 익사다.
Solution: 비영리단체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IJM)은 가나 정부와 손잡고 아동 노동을 시키는 불법 어업자들을 체포하고 아이들을 가족과 학교로 돌려
보내는 일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초등학교도 못간 어린 나이에 삼촌에 의해 볼타 호수로 인신매매되어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된 '폴리'라는 아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됐다. 호수에서 오늘 하루의 목숨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는 폴리의 내래이션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2년후에 마침내 인신매매자들을 소탕하러 온 IJM과 경찰에 의해 구출되어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다는 결말은 IJM의 구조활동에 대한 후원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Results: 201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개된 영상은 2달만에 조회수 275,000회를 기록했고, 125만 달러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자세히보기

Action Against Hunger: Action Against Hunger #StopHungerCrime

Type: Otherㅣ Agy: Herezie (France) l CD: Baptiste Clinet

Challenge: 전쟁은 기아를 낳는다.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인한 기아의 희생양이 됐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기아 자체가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
무기가 됐다는 것이다. 비영리기구 Action Against Hunger는 시장 폭격, 도로 접근 차단, 고의적 식수 오염, 농지 파괴 등이 전술로 사용되는 경우
를 수없이 봐왔다. 예멘, 시리아,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남수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는 기아가 폭탄이나 총알만큼 효과적인 전쟁 무
기가 되고 있다.
Solution: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Action Against Hunger가 #StopHungerCrime 캠페인을 런칭했다. 본래 전쟁 무기인 총알들을 녹여
포크와 나이프를 제작했다. 기아가 전쟁 무기가 됐으니, 전쟁 무기를 기아 퇴치를 상징하는 식기류로 만든 것이다. Action Against Hunger는 캠페
인 확산을 위해 이렇게 제작된 포크와 나이프를 기자, 블로거, SNS 인플루언서 등에게 보냈고, SNS 유저들에게는 기아 퇴치 지지 의사에 대한 표
현으로 각자 갖고 있는 포크와 나이프를 X자로 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포스팅해줄 것을 요청했다.
Results: 유명 운동선수들과 셀렙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며 캠페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자세히보기

BRAC: Space On Earth

Type: Otherㅣ Agy: Ogilvy & Mather (Hong King SAR China) l CD: Dan Nathan

Challenge: 지난해 100만 명 가량의 로힝야족이 끔찍한 인종청소를 피해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그중 50만 명은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지
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촌을 이루며 빈곤과 질병, 그리고 기아와 싸우고 있다. NGO 단체 BRAC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최소
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
Solution: 이 넓은 지구상에 이 아이들이 발붙이고 살 곳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BRAC은 #SpaceOnEarth 캠페인을 런칭하며 로힝야족 난민들에게 그러한 보
금자리를 찾아주자고 한다. 캠페인 영상 속 로힝야족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끔찍한 일들을 덤덤히 이야기한다. 부모와 형제, 친
구, 그리고 이웃들이 참혹한 죽음과 고문, 강간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충격이 너무 커서일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
아 있지 않아서일까...어쩌면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이 더욱 막막해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BRAC은 아이
들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재생되는 TV를 우주 공간으로 띄웠다. 전세계인들이 로힝야 학살 사건을 잊지 말고, 우주에서 내려다보이는 지구의 공
간 어느 곳에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세히보기

Elifelet: Based On A True Story

Type: Otherㅣ Agy: McCann (Israel) l CD: Eddie Gartsman

Challenge: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 수천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을 돕는 단체 Elifelet이 SNS에서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 문제에 대한 인지
도 제고 및 기부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인스타그램에 새로 생긴 '질문받기' 기능을 활용해 유저들에게 어린이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다. 가령, '유치원 때 반에 친구는 몇 명이나 됐나
요?'라는 질문에 유저들은 많아봐야 35명 정도로 답을 했다. 이때 Elifelet은 우리 반에는 '50-90명'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루에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였고, 여기에 유저들은 많게는 12시간이라고 입력했다. Elifelet은 '3시간'이라고 답변했다. '유치원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미트볼, '치킨', '파스타', '피자' 등등 다양한 답변이 들어온 반면, Elifelet의 답변은 '우유 없는 시리얼'이었다. 인스타그
램 유저들이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Results: 48시간 만에 기부금이 수천 퍼센트가 증가했다.
자세히보기

Amnesty International: Through The Eyes Of A Refugee
Type: Otherㅣ Agy: TBWA Neboko (Netherlands) l CD: Bas Engels
Challenge: 유럽에서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네덜란드 국민들이 시리아 난민의 입장이 되어 난민 문제를 생각
해주길 바라며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일반인들이 최면 실험에 초대됐다. 의자에 앉아 최면술사의 말에 따라 최면에 빠져든 이들은 시리아 난민이 폭격을 맞아 가족을 잃고 생사를 넘어
드는 탈출 끝에 난민 캠프에 도착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다시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앉아 있던 이들이 일어나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
며 난민의 혹독한 여정을 최면 속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모습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고,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화면을 통해 보게 된다. 그리고
곧이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29세의 Marwa를 만나게 된 순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네덜란드에서 잘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준
다.
자세히보기

La Cimade: Swim

Type: Otherㅣ Agy: Josiane ㅣ CD: Valentin Guiod, Min-Hyung Choi

Challenge: 난민과 이민자 인권 보호단체인 프랑스의 La Cimade가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파리가 호명된 것에 영향을 받아 La Cimade는 Swim, Run, Jump라는 세 편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2024년 올림픽에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헤엄치고, 달리고, 점프할 것이다. 그러나 폭력과 압제의 공포에 시달리는 난민들은 그런 대단한 목표는 없다. 그저 살기 위
해 헤엄치고, 달리고, 뛴다. 그들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순간 순간의 승리다. 환호 속에 땀을 흘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시작하는 영상은 점차 전신을 보여주며 이들이 운동선수가 아닌 난민임을 드러낸다. La Cimade는 프랑스가 올림픽 개최 확
정으로 들떠 있을 때, 국가와 대중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날마다 삶과 투쟁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Results: 여러 언론들로부터 캠페인이 찬사를 받았다.

자세히보기

Sydney Homeless Connect: Street Life View

Type: Online ㅣ Agy: Clemenger BBDO (Australia) ㅣ CD: Taylor Green
Challenge: 노숙자 주거단체 텐트 시티(Tent City)와 호주 노숙자 돕기 단체 Sydney Homeless가 10만 호주 노숙인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
고자 한다.
Solution: 최근 철거된 시드니의 텐트 시티를 가상으로 다시 세워 대중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Street-Life View'를 개설했다.
구글 스트리트 뷰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시드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노숙자 실상을 보여주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저들은 텐트 시티가 어
떤 곳이고, 노숙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돕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울 수 있다.
자세히보기

ICRC: Bukowskis For The Red Cross

Type: Online ㅣ Agy: Faltman & Malmen (Sweden) ㅣ CD: Magnus Fältman

Challenge: 적십자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Solution: 2015년 10월의 어느 날, 스칸디나비아 최대 경매 회사인 Bukowskis의 웹사이트에 값비싸고 희귀한 명품들 옆에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나란히 올라
왔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림이 흔히 볼 수 있는 아동들의 그림과는 사뭇 다르다.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어른들이 총을 쏘며,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엉엉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의 어두운 기억들을 난민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로, 그림과 관련된
아이들의 비극적이 사연들도 소개됐다. 유저들은 간단한 모바일 결제를 통해 각 그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적십자사의 시리
아 난민 어린이 돕기 운동에 쓰인다.
Results: 하루 동안 5만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적십자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백만명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