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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베스트 캠페인



Challenge: 2020년,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류가 위협을 받았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인권마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필리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국영 TV 방송국이 셧다운되고, 사회운동가들이 구금됐으며, 테러방지법이 발효됐다.

Solution: 지역 온라인 뉴스 미디어 We The Pvblic이 특수한 마스크를 제작했다. 코로나19 비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입을 틀어막는 손 모
양의 디자인이 억압적인 현 필리핀 정부에 대한 침묵 시위를 연상케 하는 마스크다.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출시해 지하철역에서 판매했다. 마스크 판매 수익금
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지프니 운전 기사 돕기에 사용됐다.

Results: 캠페인에 노출된 사람 수가 기존 캠페인보다 92% 증가했고, 인게이지먼트율도 2000%나 상승했다.

We The Pvblic: Statement Mask Type: Design&Brandingㅣ Agy: MullenLowe Groupㅣ CD: Pearl Aquin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88&source=ppt


Challenge: #NobelforMileva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런칭한 캠페인으로 스웨덴 노벨 재단에 1921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인슈타인의 첫 번
째 부인으로서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아인슈타인의 학업적 성취에 공동 저자로 활약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밀레바 마리치의 공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남편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똑같이 공을 세웠어도 여성이란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밀레바 마리치에 대한
노벨 재단 측의 인정을 요구하고자 SNS 유저들에게 혀를 내밀고 찍은 셀카를 캠페인 해시태그를 이용해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팝 아
이콘화시킨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혀 내밀고 찍은 사진을 패러디해달라는 요청으로 밀레바 마리치 역시 그런 아이콘급의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한편 밀레바 마리치의 이름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마리치의 얼굴로 그림, 그래피티, 벽화, 타투 등을 만들었고, 마
리치가 혀를 내밀고 있는 이미지를 3D 프린팅해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Milevas of the Future'라는 제목의 미래의 마리
치 양성을 격려하는 애니메이션 단편을 제작했다.

Inspiring Girls: #NobelForMileva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DDBㅣ CD: Erick Moneró, Marilu 

Rodrigues, Thiago Lacort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92&source=ppt


Challenge: 독일 우익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는 NGO 단체 Laut Gegen Nazis가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우익 극단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맞서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우선, 'Say it loud. That makes the difference(목소리 높여 말하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슬로건의 총 8가지 포스터를 제작했다. 구호만큼이나 확연히
눈에 띄는 폰트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또, 틱톡에서는 틱톡과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지지를 받아 #NahtZiehsRaus 챌린지를 진행했다. 유저들이 자
신의 창의력을 담아 구호를 크게 외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는 챌린지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캠페인이 전개됐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인
스타그램 필터를 이용해 유저들은 우익 폭력주의에 반대하는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Results: 틱톡 영상이 1,111만 뷰 이상을 기록 주이다.

Laut Gegen Nazis: Noise Against Nazis Type: Printㅣ Agy: Serviceplanㅣ CD: Matthäus Frost, 
Laura Müller-Rossbac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57&source=ppt


Challenge: 콜롬비아 버거킹이 10월 11일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버거킹의 상징인 왕관에 여왕의 왕관인 티아라를 접목시켰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혐오가 아직 심한 콜롬비아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고자 버거킹이 과감히 킹(king)을 상징하는 버거킹 왕관을 티아라 같은 디자인으로 바꿨고(물론 종이 재질이다), 성소수자들이 이를 착용한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로 공개했다. SNS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담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을 별도로 진행한다.

Burger King: Crowns And Tiaras At Burger 
King Colombia

Type: Promotion&Eventㅣ Agy: Fantásticaㅣ CD: David Gómez, 
Camilo Monsalv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52&source=ppt


Challenge: 오레오가 'Bringing families together for over 100 years', 즉 지난 100년간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한 식품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월 LGBT
History Month(성소수자 역사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들과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수용을 메시지로 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레즈비언 커플이 가족의 사랑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경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상 'Proud Parent'를 공개했다. 애인과 함께 부모님 집을 찾
은 여성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계속 불안해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집을 둘러싼 펜스에 LGBT의 인권을 상징하는 레인보우로 페인트칠을 하
는 모습에 불신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오레오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레인보우 테마 오레오를 한정판으
로 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표현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증정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78만 뷰를 기록했다.

Oreo: Proud Parent Type: Filmㅣ Agy: 360i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97&source=ppt


Challenge: 레바논에 6차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전 혁명에서처럼 남성들이 주도하는 폭력이 예상되고 있었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
고 정부 내각의 여성 각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레바논에서 일간지 An Nahar는 폭력 없는 혁명을 위해 레바논 사회의 여성 역량 강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Solution: 여성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An Nahar가 생각해낸 방법은 레바논 국가의 가사 한소절을 바꾼 것이었다. 마치 인간은 남성만 존재하는 듯 남성
만 적혀 있는 가사에다가 여성을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개사한 국가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나머지 지면들도 전부 여성 인권에 할애했다.

Results: 특별호가 발행된 후, 거의 즉각적으로 여성들이 전국 각처에서 거리로 나와 개사된 국가를 합창하게 되면서 새 국가는 혁명 주제가가 되었다. 레바논
역사상 최초로 폭력 없는 혁명이 되었고, 캠페인은 레바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됐다. 이후, 레바논 새 정부에 여성 장관 수가 400% 증가했고, 새
국가를 정식 국가로 채택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 횟수 7억4천5백만 등을 기록했다.

An-Nahar Newspaper: The New National 
Anthem Edition

Type: Printㅣ Agy: BBDOㅣ CD: Georges El Ten, Yasmina Boustan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57&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의 성소수자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천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19시간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
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혐오를 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에 찬성했지만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Solution: 상파울루의 브라질 변호사 협회(OAB-SP) 다양성 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통해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자 'Pride Constitution(프라이드 헌법)'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브라질 헌법에는 성소수자 권익 보호 관련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다
수의 브라질 사람들과 정부가 종종 성소수자 권익을 유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헌법에 명시된 관련 권리를 찾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하이라이트했다. 폭행, 인신공격, 정신적 폭력, 기관 내 폭력, 성폭력, 살인 등 범죄의 각 형태마다 다른 색을 적용했다. 이
렇게 해서 다양한 컬러와 독특한 디자인의 특별판 헌법이 탄생했다. 인쇄본은 인플루언서, 사회운동가, 유명인들에게 배포됐고,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100% 온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다.

Results: 브라질 헌법 사본의 30%는 무지개색으로 인쇄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OAB-SP: Pride Constitution Type: Printㅣ Agy: DDB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377&source=ppt


Challenge: P&G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인 프라이드 먼스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he Pause'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성소수자들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밝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 항상 갖게
되는 머뭇거림에 대한 영상이다.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진다', '판단과 거절이 두렵다'는 말들로 자신의 감정들을 전한다. P&G는 이번 영상을 통
해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가 있을 때 그러한 머뭇거림(pause)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에서 358만 뷰를 기록했다.

P&G: The Pause Type: Filmㅣ Agy: Gre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98&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성소수자 퍼래이드 행사인 프라이드가 취소되면서 전세계 LGBTI+와 이들을 후원하는 커뮤니티들이 정체성을 기념하고 표현할 중요
한 장이 없어졌다. 이에 프라이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올해 최초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드 2020(Global Pride 2020)을 가상으로 치르기로 했다.

Solution: 인기 닌텐도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가상 프라이드 페스티벌을 열었다. 현재까지 트위터에 LGBTI+ 관련 동물의 숲에 관
한 멘션이 2만 개나 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결정이다. 동물의 숲에서 열리는 가상 프라이드 페스티벌에서 유저들은 레인보우 행진, 메시지 보드, 명예의 전당,
클럽, 캣워크, 프라이드 의상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아이템들을 즐길 수 있다. 글로벌 프라이드 2020이 열리는 6월 27일에는 전세계 영향력 있는 트위치 크리
에이터들이 동물의 숲 게임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게임 속 각자의 섬에서 프라이드 액티비티를 연다. 또한, 트위치 모금 툴인 틸티파이(Tiltify)를 통해 코로나
19의 타격을 입은 프라이드 단체 및 운동을 돕기 위한 기금을 걷는다.

Animal Crossing: #GlobalPrideCrossing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e Are Socia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266&source=ppt


Challenge: 많은 나라에서 정보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 기자들은 구금되고 평생을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한다. 또, 무자비한 검열로
인해 젊은 세대는 독립 언론이 없는 체제 속에 살게 되고, 정부의 프로퍼갠더에 조종을 받게 된다.

Solution: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젊은이들도 다른 나라 젊은이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비디오 게임이다. 여기에 착안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Uncensored Library' 캠페인을 런칭했다. 마인크래프트 속 세상은 모두가
블록으로 이뤄져 있고, 유저는 자유롭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Uncensored Library, 즉 검열 없는 도서관에는 실제 검열 대상이었거나 검열을 우려
해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인쇄물 200권이 있다. 검열 없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전세계 유저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다.

Results: 러시아 멕시코 등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타깃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175개 국에서 캠페인을 접했다. 이용자의 40%가 재방문을 했고, 캠페인 런칭 며
칠 만에 전세계적으로 다운로드 23,000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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