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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영한 캠페인



Challenge: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국 학교들의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폐지를 당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 용품 유통 판매점 Dick's Sporting Goods가 존폐 위기
에 처한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들을살리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다.

Solution: Dick's Sporting Goods 재단이 2024년까지 전국의 수백만 초중고 운동선수들에게 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런칭했다. 'To Whom
It May Concern'이란 제목의 캠페인 영상은 예산 삭감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 어린 학생들의 실망감과 '도와달라'고 입을 모으는 학생
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며 기부를 호소했다. TV 광고에 출연한 운동부의 경우, 재단을 통해 25,000 달러의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재단은 앞으로 45만 달러 이상
을 4만여 초중고 운동부 학생들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Dick's Sporting Goods: To Whom It May Concern Type: Film ㅣ Agy: Anomal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65&source=ppt


Challenge: 인도의 VOD 플랫폼 ALtBalaji가 CSR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방암 자가진단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인도에서 여성이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된다. 그런데 인도는 모바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버퍼링이 자주
발생한다. ALTBalaji 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영상 한 편당 평균 18초는 버퍼링 표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마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 여성 가입자로 치
면, 120만 명이 하루에 약 36만 분을 쳐다보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한 ALtBalaji가 버퍼링 표시를 유방 이미지 'Breast Buffer'로 대체했다. 'Breast Buffer'
가 나타날 때마다 그 옆에는 버퍼링 되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유방암 자가진단을 하라는 메시지와 방법을 소개하는 텍스트가 뜬다. 튜토리얼 영상이 별
도 제공됐다.

Results: 3주 만에 1,200만 번의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여성 24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약 19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기록했고, 튜토리얼 동영상 조회수
는 260만이다.

Altbalaji: Breast Buffer Type: Film ㅣ Agy: Grey Groupㅣ CD: Sandipan Bhattacharyy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55&source=ppt


Challenge: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슈퍼마켓 체인 Carulla가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콜롬비아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 한다.

Solution: Carulla는 광고에이전시 오길비(Ogilvy)와 함께 보고타에 있는 한 교도소를 찾았다. 그 곳에서 10주 동안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 제작 교
육을 실시하고, Carulla를 위한 새 캠페인의 아이디어와 스케치를 수감자들에게 맡겼다. 총 19개의 아이디어와 약 30개의 스케치가 제출된 가운데, 사상 유래
없는 교도소 내 에이전시가 탄생했고, 아주 근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수감자들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진, 채택했고, 숨겨진 자신의 가
능성을 찾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수감자들은 '독립기념일에 자유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그 자유를 소망하는 누군가로부터-'라는 메시지
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Carulla: Carulla Se Viste De campo Type: Direct Maketing ㅣ Agy: Ogilv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745&source=ppt


Challenge: 브라질 도시가스 회사 Potigás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Solution: 노년기 얼굴을 보여주는 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페이스앱(FaceApp)에서 착안한 포스터 캠페인을 런칭했다. 페이스앱으로 사람의 얼굴을 찍으면
몇십 년 뒤 노년기 얼굴을 보여준다. 그런데 숲속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찍으니 몇십 년이 흘러도 전혀 부패하지 않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다. Potigás
가 7월 17일 삼림 보호의 날을 맞아 공개한 이번 포스터는 방치된 플라스틱이 자연분해 되려면 몇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플라스틱 쓰레기로부
터 삼림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Potigas: Faceapp Type: Printㅣ Agy: Executiva Propagandaㅣ CD: Rhalybe Aizan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93&source=ppt


Challenge: 인도 철강 기업 Tata Tiscon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업사이클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LetsUpcycle'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영상에는 길바닥에 놓인 알이 든 새둥지를 발견한 어린이들이 아이디어를 낸 뒤, 각자 집에서 고물을 가지고 나와 어떤 동네 아저
씨에게 가져간다. 얼마 후, 아저씨는 아이들이 가져온 고물로 만든 아름다운 나무를 공개하고 나무에 새둥지를 올려놓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저씨는 실은 인
도의 저명한 설치예술가로, 영상 속 나무를 직접 제작했다. 이 나무는 세계 환경의 날에 콜카타에 소재한 타타 센터(Tata Center)에 설치될 예정이다.

Tata Tiscon: Tree Of Life Type: Other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Senthil Kuma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76&source=ppt


Challenge: 일 년에 1조 개가 넘는 비닐봉지가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은 한 번 사용 후 버려지고, 그렇게 버려진 비닐봉지들은 바다 생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Tesco)는 비닐봉지가 가장 흔하게 제공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하나로서 책임감을 갖고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캠페
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아무리 에코백을 장바구니로 제공해도 고객이 매장에 다시 들고 오는 것을 잊으면 소용이 없다. 비닐봉지는 또 사용되고 만다. 그래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장바구니인 Unforgettable Bag을 제작했다. 거북이, 고래 등 비닐봉지를 삼켜 목숨을 잃고 있는 해양생물들이 프린트된 장바구니로, 동물 무늬는 할인
을 제공하는 바코드로 인쇄됐다. 결제 시 장바구니를제시하면 바코드 스캔 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Tesco: The Unforgettable Bag Type: Otherㅣ Agy: Greyㅣ CD: Heng Thang We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254&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금융기관 Atlantic Credit Unions의 기업 가치는 정직, 신뢰, 공정이다. Atlantic Credit Unions는 이러한 기업 가치를 무조건 내세우기 보
다는 캐나다인들에게도마찬가지로 이 가치들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Solution: 12개의 지갑에 모두 똑 같이 현금 100달러, Credit Union 직불카드, 버스 티켓, 그리고 습득 시 연락을 달라는 메모와 함께 연락처를 넣어 애틀랜틱
캐나다 지역 여러 공공장소에 일부러 떨어트려 놓았다. 과연 몇 개나 그대로 회수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결과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총 9개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 내용물도 그대로다. Atlantic Credit Unions는 지갑을 돌려준 사람들에게 지갑을 있는 그대로 돌려주게 된
이유를 물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그대로 찾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 '신분증이나 카드 재발급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기 때문' 등등의 대답
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번 실험으로 Atlantic Credit Unions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정직이란 가치가 유효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Atlantic Credit Unions는 지갑을 돌려주려는 사람들에게 지갑에 든 돈을 감사의 뜻으로 지급했고, 여러 자선단체에 별도로 기부를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

Atlantic Credit Unions: Lost Wallet Type: Otherㅣ Agy: -ㅣ CD: Iain Dean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147&source=ppt


Challenge: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제 3의 성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
실이다. 이에 통신사 Robi Axiata가 트랜스젠더에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CSR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몸과 마음가짐을 특별히 조심하는 라마단 기간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라마다 기간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 가운데에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도 있었다. 이들이 라마단 기간에 먹는 저녁식사인 이프라르 음식을 주문하는데 식당 주인이 주문을 받
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한다. 트랜스젠더 손님들이 이유를 묻자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다. 식당주인의 말을 거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여기저기서 트랜스젠더 손님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난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트랜스젠더 손님을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 든 할
아버지도 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이때까지 몰래카메라였다고 말하고, 긴장은 해소된다. LGBTQ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희망은 있다는 것도 보여준 실험 캠페인이다.

Results: 보수적인 이슬람교인들이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에서이번 영상이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일으켰다.

Robi: Social Experiment - Restaurant Type: Other ㅣ Agy: -ㅣ CD: Raquib Chowdhur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123&source=ppt


Challeng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매 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잔치인 Amsterdam Canal Parade가 열린다. 성소수자들이 배에 올라타고 암스테르담 수
로를 통과할 때 수 많은 관중들의 격려와 환호를 받는 행사다. 이러한 잔치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네덜란드 이동통신사 Royal KPN이 CSR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타국의 성소
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퍼래이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Solution: 퍼래이드 배에 360도 스트리밍 뷰가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보며 전세계 성소수자들은 마치 자신이
퍼래이드 배에 올라타고 수로를 통과하면서 수로 주변에서 쏟아지는 환호을 직접 받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배의 겉면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유저들의 모습이 디스플레이되기때문에 퍼래이드를 구경 온 사람들도 이들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Results: 128개국 6만8천 여 명이 온라인으로 캠페인에 참여했고, 네덜란드에서만 100만 유로의 언론 홍보 효과를 거뒀다.

Royal Kpn: Pridestream Type: Online ㅣ Agy: N=5, MediaMonksㅣ CD: Zwier Veldhoen, Olaf Van Der Gel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186&source=ppt


Challenge: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가 끊기고 곳곳의 교통이 마비되어 재난지역에 구조대원들과 중장비, 기본
생필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혼다 자동차가 3G 네트워크 교통 분석 기반의 Internavi 네비게이션시스템을 활용해 구조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Solution: 혼다 Internavi는 3G 네트워크를 통해 Internavi를 장착한 혼다자동차들로부터 수집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를 추천하는 네비게이션 시
스템이다. 2012년 3월 12일, 재해 발생 20시간만에 Internavi는 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도로들을 확인시켜주었다. 운전자들에게 재난 이후 사용되지 않은 도
로, 지난 24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도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도로 등으로 분류하여 알아보기 쉬운 컬러로 네비게이션 맵에 표시했다. 이 정보는 모든 국
민들을 위해 구글 지도와 인터넷으로도 배포해, 구글이 신속하게 구글 위험 대응 페이지를 개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Internavi는 시
시각각으로 변하는 전국 도로 상황과 재난 복구 작업 현황을 추적하여 도로 복구 작업에 일조했다.

Results: 일 년만에 Internavi 가입률이 120%, 사용률이 200%나 급증했다.

Honda: Connecting Lifelines Type: Online ㅣ Agy: Dentsu Tokyoㅣ CD: Kaoru Sug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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