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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촉발시킨 캠페인



Challenge: 캐나다의 슈퍼마켓 브랜드 IGA가 크리스마스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다.

Solution: 'The Trophy'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소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다.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맛난
음식이 가득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몇 해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우울하고 침울해졌다. 맛난 음식도 더는 먹을 수가 없다. 소녀는 뭐라도 해서 할
아버지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다. 왕년에 하키 선수였던 할아버지의 DNA를 물려 받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빙판에서 하키 연습을 했다. 그렇지만 할아
버지마저도 인정할 수 없는 실력에 마음을 접고 만다.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났다. 바로 요리다. 보기에도 먹기에도 먹음직스런 맛난 음식에 할아버지
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고 그렇게 집안에 온기는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손녀딸의 수비 실력을 직감한 할아버지는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다. 할아버지는
실로 오랜만에 하키채를 잡고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고 소녀는 골키퍼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애지중지하던 하키대회 트로피를 선사한다. IGA는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1달러씩을 여자 청소년 하키 단체에 기부한다고 안내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0만 뷰를 기록했다.

IGA: The Trophy Type: Filmㅣ Agy: Sid Le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627&source=ppt


Challenge: 소아 환자 돕기 재단 SickKids Foundation이 월 정기 후원자 모집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자녀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진단을 받을 때 무너지는 부모의 심정을 온 세상에 드리우는 검은 빛으로 묘사하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의 강한 의지,
의료진과 연구진의 노력 등으로 병을 극복하는 과정을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표현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모두가 힘을 합해 강렬한 빛을 발하며 승리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통해 영상은 정기 후원자의 도움이 그러한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2만 뷰를 기록했다.

SickKids Foundation: Be A Light Type: Filmㅣ Agy: Cossetteㅣ CD: Mario Cesareo, Valentine H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455&source=ppt


Challenge: 러시아에는 수백만 명의 노숙자가 있지만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심해 나라도 시민들도 도우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

Solution: 길거리의 시민들에게 무정함을 이야기해주는 포스터들이 게시됐다. 자선단체 Nochlezhka는 러시아 셀럽들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길거리 벽
에 붙였다. AR 기술이 적용된 포스터를 스캔하면 노숙인들이 느끼는 길거리 삶의 비정함을 셀럽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동영상도 제
작했다. Nochlezhka는 포스터와 동영상에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Results: 기부율이 52% 상승했고 동영상 조회수가 9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Nochlezhka: The Voices Of The Street Type: Outdoorㅣ Agy: Greatㅣ CD: Andrey Danskov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171&source=ppt


Challenge: 2021년 7월, 끔찍한 홍수가 독일 대표 와인 산지인 아르(Ahr)를 덮쳤다. 아르가 초토화되면서 13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세계 최고의 와
인 역시 겨우 몇 병만 건질 수 있었다.

Solution: 홍수에서 건진 와인을 브랜드화하여 홍수 피해 복구 기금 모금에 활용하기로 했다. 홍수 와인이라는 뜻으로 Flutwein이란 이름을 붙인 와인은 홍수
가 일어난 날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난리 속에서 건졌을 때 묻은 진흙을 그대로 보존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와인을 유통했다.

Results: 5일 만에 80만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Flutwein: #Flutwein Type: Promotion&Eventㅣ Agy: Seven.One Ad.Factoryㅣ
CD: Friedrich-Paul Spielhag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937&source=ppt


Challenge: IT 기업 Genpact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인 Arctic Ice Project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런던에서 열리는 전기자동차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E 런던 E-Prix를 앞두고 Genpact가 얼린 빗물로 엔비전 버진 레이싱카의 실물 모형을 제작해 런
던 타워 브리지 근처에 설치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과연 이 재활용 빗물을 얼려 만든 레이싱카 모형이 과연 몇 퍼센트나 녹을까를 맞추는 이벤트를 SNS에
서 진행했다. 이벤트 참가자 한 명당 Genpact가 1달러씩을 Arctic Ice Project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엔비전 버진 레이싱
카에 장착된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Genpact는 자체 기술로 얼음 레이싱카가 24시간 동안 몇 퍼센트나 녹을지를 예측하
고, 더불어 실시간 온도, 풍속, 강우량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Genpact: Melting Point Type: Outdoorㅣ Agy: The 10 Grou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99&source=ppt


Challenge: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선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단체 4곳을 후원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NGO 단체 Woodie's가
기부를 촉구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지켜보는 네 곳의 단체를 상징하는 올빼미 모양으로 된 램프를 들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안정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
내는 감성적인 영상을 공개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4만 뷰를 기록했다.

Woodie's: Owl Type: Filmㅣ Agy: Rothcoㅣ CD: Shay Madd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861&source=ppt


Challenge: 베네수엘라에는 3천8만 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 돕기 재단 Fundaparkca가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2021년 6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약한 지진이 일어났다. Fundaparkca는 지진이 일어나고 몇 분 후에 두 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할머니가
진동 때문에 립스틱을 빗나가 바르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진동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깨트리고 마는 영상이다. 시청자들은 지진 직후였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파킨슨병에 관련된 영상이었다. 심한 손떨림으로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은 파킨슨병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아픔이다.

Results: SNS에서 곧바로 큰 반응을 일으켰고 TV에서도 캠페인을 소개했다.

Fundaparkca: Earthquake Type: Filmㅣ Agy: Wings The Agencyㅣ CD: Eduardo Párrag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602&source=ppt


Challenge: 현재 미국에는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107,000명이나 된다. 캘리포니아의 장기 기증 홍보 단체 Donate Life가 장기 기증의 달을 맞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Solution: 미국의 비영리단체 Goodwill store는 지난 백 년간 사람들로부터 물건과 옷들을 기부받아 왔다. 심지어는 차까지도 기부하는 곳인 Goodwill store에
서 아직까지 기부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이에 Donate Life가 Goodwill store와 협력해 장기 기증 신청을 Goodwill store 매장에서 받기로 했다.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안내를 통해 간단히 QR 코드 스캔으로 Donate Life에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Results: 캠페인 노출횟수가 1,000만을 기록했다. 긍정적인 댓글이 97%에 달했고, 전년 대비 장기 기증 등록자수가 125% 증가했다.

Donate Life: The Life Stor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McCannㅣ CD: Juan David Arbole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343&source=ppt


Challenge: 만들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은 까르보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스타다. 까르보나라를 요리하는 것은 배려와 돌봄의 상징이 되었다. 팬데믹으
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 힘든 이웃을 돌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탈리아의 식품회사 Barilla가 4월 6일 까르보나라의 날을 맞아
사랑과 배려의 상징인 까르보나라로 배고픈 이웃을 돕기로 했다.

Solution: 먼저, 까르보나라 레시피의 유래에 관한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이탈리아에 주둔할 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기력이 떨
어진 군사들을 위해 나흘 안에 원기를 회복시킬 소울 푸드를 만들어오라는 상사의 명령을 받은 일병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현지 요리사를 만나 천신만고
끝에 계란과 치즈로만 만든 파스타인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만찬을 대접해 군인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선사하게 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영상의 공
개와 더불어 Barilla는 NGO 단체 Food for Soul과 손잡고 까르보나라 날에 맞춰 전 세계 소외계층에 파스타 100만 접시를 기부하기로 했다.

Results: 4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486만 뷰를 기록했다.

Barilla: Carebonara - The Story Of 
A Legendary Recipe

Type: Filmㅣ Agy: Alkemyㅣ CD: Xavier Mairess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93&source=ppt


Challenge: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과 급여 삭감률이 상승하면서 주택 담보 대출금과 월세를 값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메트로폴
리탄 지역에서는 지난 몇 달간 1,300 가구가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Solution: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업인 Atalho Project에서 캠페인
을 런칭했다. 30만원 돈 되는 작은 의자 하나를 사면서 집안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를 두고 판매자와 통화를 하며 계속 고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캠
페인 영상은 결국 의자를 집안 어디도 아닌 길거리에 내놓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 돈을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여러 가구 및 디자인 브랜드들이 동참해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통해 자사 가구들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길거리에 내놓은 이미
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도 기부에 동참한다

Projeto Atalho: Evicted Type: Onlineㅣ Agy: Crispin Porter + Boguskyㅣ CD: Marcelo Rizéri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66&source=ppt


안내 말씀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발송된 주간 해외 BTL동향이

본 메일을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추후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따듯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토오모니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