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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캠페인



Challenge: 2025년까지 비즈니스 운영을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실현하겠다는 친환경 목표를 발표한 Asahi Beverages가 호주의 맥주 브랜드 Victoria
Bitter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남는 태양광을 Victoria Bitter 맥주와 교환할 수 있는 Solar Exchange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에너지 회사
Diamond Energy,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Power Ledger와 손잡고 진행하는 Solar Exchange는 전기세 고지서에 포인트로 표기된 태양광 잉여 발전
량을 고객이 제시하면 30달러만큼의 포인트마다 Victoria Bitter 맥주 한 상자를 집앞까지 배송해준다. 그리고, Victoria Bitter는 고객이 교환한 태양광 크레딧
을 Diamond Energy사로부터 획득해 Solar Exchange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거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목표에 투자한다.

Results: 캠페인 영상이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6만 뷰를 기록했다.

Victoria Bitter: VB Solar Exchange Type: Promotion&Eventㅣ Agy: 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157&source=ppt


Challenge: 볼보가 2030년까지 100%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한다. 2040년까지는 기업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기후 중립적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볼보는
이 같은 계획을 대중들에게 안내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Ultimate Safety Test(궁극의 안전 테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은 시청자를 볼보의 충돌 테스트 현장으로 안내한다. 볼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충돌 테스
트를 진행하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궁극'의 테스트가 아니라며 북쪽으로 한참을 이동한다. 그 곳은 북극에 가까운 곳.
살얼음판 위에서 볼보 자동차가 크레인 끝에 매달려 있다. 과연 어떤 테스트가 진행될지 궁금해지는 순간 갑자기 빙하가 녹아내린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볼보는 기후 변화야말로 인류 전체의 안전을 테스트하는 궁극의 안전 테스트라는 텍스트를 띄우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가 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Results: 4주간 유튜브 조회수 217만 뷰를 기록했다.

Volvo: Ultimate Safety Test Type: Filmㅣ Agy: Greyㅣ CD: John Gib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114&source=ppt


Challenge: 버드와이저가 영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버드와이저 캔, 병, 케그는 2021년 1월부터 전부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환
경을 위한 버드와이저의 노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가 흐르는 가운데 달마시안 한 마리가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버드와이어저의 마스코트인 클라이즈데일이 끄
는 마차를 타고 보리밭 한가운데를 지난다. 카메라가 점점 더 넓게 화면을 잡아주자 마차가 지나가는 곳에는 버드와이저 로고가 그려진 풍력발전기들이 터빈
을 돌리고 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버드와이저는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용기를 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6만 뷰를 기록했다.

Budweiser: Change Is In The Air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78&source=ppt


Challenge: 수십 년간 운동화의 개념을 재정의해온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아디다스가 고기능성 재생 소재 프라임 그린(PRIMEGREEN)
을 사용한 스탠 스미스를 출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갑피 부분을 재활용 소재
로 만든 이번 제품을 선보인 아디다스가 이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End Plastic Waste'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세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아디다스의 노력에 초록색 개구리 친구 커밋
(kermit)이 동참해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환경보호의 길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 나부터 쓰레기를 줍고 교통수단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한다. 영상의 마지막에
드러나지만, 그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대상은 전 테니스 선수로 이제는 운동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스탠 스미스다. 스탠 스미스는 친환경은 쉽
지 않은 일이라는 커밋에게 세상에 위대한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지만 이뤄낸 것들이라고 일러준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208만 뷰를 기록했다.

Adidas: End Plastic Wast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040&source=ppt


Challenge: 네슬레가 브라질 인기 초콜릿 음료인 Nescau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네슬레는 이러한 브랜드의 친환경 노력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
다.

Solution: 테오도로라는 청년의 20년의 삶과 바다에 빠진 플라스틱 빨대의 20년을 비교한 영상을 제작했다. 아기때부터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테오도로는 끊임없이 변한 것에 비해 산호초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는 산호도 세월에 따라 색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식되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다.
네슬레는 그래서 지구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을 Nescau에서 퇴출하고 종이 빨대로 대체하게 됐다.

Results: 3주간 유튜브 조회수 406만 뷰를 기록했다.

Nestle: Teodoro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Ogilvy Brazi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50&source=ppt


Challenge: 지프(Jeep)가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랭글러 4xe'의 출시를 앞두고 신차의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천문학 및 우주과학자이자 파이오니어, 보이저, 바이킹,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 등 다수의 우주 탐사선 계획에 참여했던 칼 세이건(Carl Sagan)의
생전 육성이 내래이션으로 흐르는 가운데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영상이 펼쳐지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랭글러의 모습도 간혹 등장하지만 영
상은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에 불과하나 삶과 축제, 광활한 경관, 아인슈타인, 마릴린 몬로 같은 유명인, 바다 속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모두
품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며, 인간과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먼지보다 작은 존재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집(hom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프는 영상 시작 전, 시청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안내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41만 회를 기록했다.

Jeep: Pale Blue Dot Type: Filmㅣ Agy: Done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09&source=ppt


Challenge: 한 해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친환경 대체제 스타트업 낫플라(Notpla)가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서 플라스틱 오
염 방지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먹을 수 있는 용기 'Ooho'를 개발했다. 미역으로 생분해성 용기를 제작해 내용물과 함께 섭취가 가능한 대체재다. 음료와 소스
포장 용도로 제작된다. 보통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75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Ooho는 4-6주면 생분해 가능하다. Notpla는 저스트잇, 루코제이드,
트로피카나 등 여러 브랜드들과 협력해 Ooho를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SNS를 통한 노출횟수 3억을 기록했다.

Notpla: Packaging That Disappears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418&source=ppt


Challenge: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ExxonMobil)이 Z세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엑슨모빌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Solution: 'Miniature Science(미니어처 사이언스)'라는 타이틀의 영상들을 공개했다. 타깃 오디언스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미니어처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영상들로, 복잡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을 약 1/1000 크기로 축소해 재현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양이 1파인트
정도인 해조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소형 엔진을 가동하는 영상, 미니어처 석탄 발전소에서 이용한 석탄을 천연 가스로 전환해 배출량이 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영상, 미니어처 매립지에서 음식을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영상 등이 CG 처리 없이 제작됐다.

Results: 6월부터 유튜브 조회수 25만(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조회수)을 기록했다.

ExxonMobil: Miniature Science Type: Promotion&Eventㅣ Agy: BBDO New Yorkㅣ CD: Mark Girand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158&source=ppt


Challenge: 일년 내내 우기인 브라질에서는 모기로 인한 치명적 질병의 발생률이 높다. 특히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빈민 지역일수록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NGO 단체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가 이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빗물에 녹는 포스터(Dissolving poster)를 개발했다. 환경을 고려해 물에 녹는 쌀종이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모기 유충구제제로 만든 포스
터다. 포스터 한 장당 60일간 20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빗물에 차차 녹으면서 유충구제제를 살포한다.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포스터는 지역주민들이 뎅
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도 담고 있다.

Habitat For Humanity: The Dissolving Poster Type: Outdoorㅣ Agy: BETC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448&source=ppt


Challenge: BMW의 100% 전기차 i3의 친환경적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최초의 100% 지속가능한 자동차 카탈로그를 제작했다. 나무, 고무, 유리, 깡통, 인조 가죽, 대리석, 새틴, 골판지, 재활용 종이, 캔버스 천, 심지어
BMW 옥외광고판에 쓰였던 방수포까지 사용해 만든 카탈로그다. 구매 시에 한 번 보고 버리는 그런 카탈로그가 전혀 아닌, 평생 소장가치를 지닌 카탈로그로
디자인마저 고급스럽다. 이스라엘 BMW 매장에 비치된 이번 친환경 카탈로그는 i3 구매 고객에게 무료 제공된다.

BMW: The BMW I3 Eco Friendly Catalog Type: Design&Brandingㅣ Agy: BBDOㅣ CD: Daniele Vard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192&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