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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한 캠페인



Challenge: 매년 연말결산 영상을 선보이는 구글이 2020년이라는 특히나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희망을 기약하는 영상을 제
작하고자 한다.

Solution: 2020년은 'Why(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했던 해였다. 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일이 생겼고, 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우리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지, 왜 산불은 나고, 왜 하늘은 오렌지 빛인지, 왜 코비 브라이언트와 채드윅 보스만은 우리 곁을 떠나야 했고, 왜 조지 플로이드 사
건 같은 일이 발생해야 했는지 등등...올해 가장 많이 구글로 검색된 검색어는 '코로나바이러스'였다. 하지만 동시에 '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나?', '정신 건
강은 왜 중요한가?' 등등에 대한 질문도 검색됐고, 의료진과 방역진을 돕는 방법, 호주 산불 피해자를 돕는 방법,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피해자 돕기 등도 검
색됐다. 아울러, 봉쇄령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을 돕고 이해하는 방법들을 찾았다. '사람들은 왜 박수를 치나?'에서부터 '공감 능력은
왜 중요한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질문들이 올라왔다. 또,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를 검색하는 전 세계인이 지난 해보다 5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주변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사람은 왜 꿈을 꾸는가?', '화성은 왜 빨간색인가?'와 같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고, 요리
레시피 검색량이 폭증하는 등 집안에서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물었다. 누구도 올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듯
이 내년을 전망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으나, 구글은 한 가지만은 확신한다. 바로, 'We'll keep searching(검색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Results: 일 주일간 유튜브 조회수 4,021만 뷰를 기록했다.

Google: Year In Search 2020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29&source=ppt


Challenge: 영국은 11월 11일을 종전 기념일로 기념하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2분간의 묵념을 Commonwealth War Grave
Commissions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11일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종전 기념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Solution: 디지털 캠페인 #ShineOn을 런칭했다. 휴대폰에 펼쳐지는 가상 하늘 속 별들에 170만 전몰장병의 이름을 붙이는 온라인 경험이다. NASA에서 촬영
한 은하수 이미지를 배경으로 별들이 3D 효과로 반짝이는 가운데,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아울러, 11월 11일 저녁 7시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전몰
장병들을 기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립묘지가 있는 영국 총 4개 지역에서 밤하늘에 서치라이트가 비쳐질 예정이다.

Results: 캠페인 노출 횟수가 수백만을 기록했다.

The 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ShineOn

Type: Onlineㅣ Agy: M&C Saatchiㅣ CD: Becky Bric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88&source=ppt


Challenge: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팬데믹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게 엊그제
인데 이제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회복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
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온 콜게이트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낙관론과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모두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아라하고 만류하고 비판할 때 과감히 거부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젊은이들을 소개하는 영
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사회운동가 Heidy Quah, 환경운동가 Juliana Adam, 히잡 쓴 래퍼 Bunga 등 네 명의 여성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신념을 갖고 편
견과 부정적인 시선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 있는 환한 미소를 강조해온 콜게이트 브랜딩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7만 뷰를 기록했다.

Colgate: #SmileStrongBersama Type: Otherㅣ Agy: Ogilvyㅣ CD: Lim Chia Wei, Liew Jing H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170&source=ppt


Challenge: 스포티파이가 영국에서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
다.

Solution: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변화를 만들어낸 흑인 아티스트들과 재능 있는 흑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플랫폼 'Black History is
Now'를 만들었다. 신보 'EDNA'를 최근 발매한 아티스트 Headie One과 OFB, Arlo Parks, Young T, Bugsy 등 재능 있는 흑인 아티스트들이 Black History Is
Now 허브에 출연하기로 했다. Black History Is Now 허브는 이외에도 흑인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새 뮤직 콘텐츠 외에도 스포티파이 리스너
들은 흑인 음악과 문화를 기념하는 다양한 팟캐스트 콘텐츠와 흑인 역사의 달 기념 에피소드들을 Black History Is Now 허브에서 만날 수 있다.

Results: Black History Is Now 허브를 방문하는 영국 리스너들이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에는 하루 동안 해당 허브의 뮤직 스트림과 팟캐스트 방문이 237%나
상승하기도 했다.

Spotify: Black History Is Now Type: Othe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85&source=ppt


Challenge: 가계도 회사 Ancestry가 런던 대공습(The Blitz) 80주년을 맞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해 영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런던 대공습 당시의 삶과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먼저, 캠페인 웹사이트에 올라온 총 80점
의 미술 작품은 Ancestry가 갖고 있는 전쟁 당시의 기록들에서 찾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33인의 영국 작가들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또, 9월 10일 피카딜리 서
커스 대형 광고대에서는 종전 후 피카딜리 서커스 광고대에 처음으로 다시 불빛이 켜진 194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광고대 변천사를 보여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미술계 SNS 인플루언서들이 Ancestry와 함께 런던 대공습을 기억하는 포스팅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런던 대공
습이 영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양방향 지도를 통해 보여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Ancestry: The Blitz Type: Filmㅣ Agy: Red Consultancyㅣ CD: Ric Comlin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57&source=ppt


Challenge: 코로나19로 화훼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화훼 위원회(The Flower Council of Holland)가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인간과 꽃의
유대관계를 지키고,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꽃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꽃 20만 송이로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Let Hope Bloom(희망이여 활짝 피어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주변을 둘러싼 데코레이션 모두를 꽃으로
만들었다. 꽃은 오랫동안 사랑, 감사, 응원의 뜻이 담긴 보편적 언어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OOH 캠페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기쁨과 평안을 선사
하고, 무엇보다 각 가정이 꽃을 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SNS으로도 해시태그 #lethopebloom을 사용한 희망의 메시지 공유 캠페인을 병행한다.

The Flower Council Of Holland: Let Hope Bloom Type: Filmㅣ Agy: 180 Kingsda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89&source=ppt


Challenge: 3월 21일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맞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GO 단체 ASDRA와 Changing the Look Association이 다운증후군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다운증후군 환자를 '스페셜(special, 특별한)'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이 스페셜이란 표현은 주로 '스페셜 피자'라고 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ASDRA과 Changing the Look Association은 배달앱 PedidosYa와 함께 'Stay Home and ask for a special' 캠페인을 런칭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집에서 스페셜 피자를 시켜먹자는 뜻으로 런칭한 캠페인으로, 다운증후군의 날에 PedidosYa
를 통해 피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PedidosYa가 다운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50달러를 ASDRA와 Changing the Look Association에 기
부한다.

ASDRA: #PizzasAreTheSpecials Type: OtherㅣAgy: HOYㅣCD: Juan Gussalli, Leonardo Crocc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820&source=ppt


Challenge: 대부분의 일본인은 나이를 먹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100년간 노화의 신체적 영향을 연구해온 일본 화장품 브랜드 시셰이도가 노화를 걱
정하는 일본인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olution: 아내, 남편, 아들, 딸 등을 현재가 아닌 다른 연령대의 얼굴로 지금 만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가령, 자녀의 나이든 모습을 보거나 커플이 서
로 만나기 전의 모습을 대면한다거나 두 친구가 20년이 지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고 무엇이 변하게 될까? 아니면 다를 바가 없을까?
시셰이도가 런칭한 Beyond Time 캠페인은 시셰이도의 스킨케어 연구가 페이셜 데이터 캡처 및 프로세싱 기술과 만나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캠페인을 위해 개발된 3D Facial Age Simulation Engine(3D 페이셜 에이지 시뮬레이션 엔진)은 총 1,300개의
페이셜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한 뒤, 방대한 양의 얼굴 모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과학적으로 정확한 에이징 시뮬레이션을 실시간 제공한다. 요코하마에 소
재한 시셰이도의 글로벌 혁신 센터인 S/PARK에 설치된 체험관에서 방문객은 등록을 마친 뒤, 얼굴을 스캔하면, 자신의 미래나 과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맞은 편에 앉은 친구나 배우자 혹은 자녀나 부모가 화면 속 얼굴과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상호 관계에 대한 사랑과 이해 속에 노화에 대한
더욱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

Results: 오픈 날 대기 시간이 4시간이 될 정도록 큰 관심을 모았다. 총 3,100명이 참가했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화에 대한 대화가 1만 회 이상 발생했다.

Shiseido: Beyond Time Type: Otherㅣ Agy: RG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336&source=ppt


Challenge: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으로 조지아는 영토의 20%를 한순간에 러시아에 빼앗겼다.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10주년이 됐다. 조지아는 여전히
점령 당한 영토를 되찾아올 힘이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해온 조지아의 액세서리 브랜드 Giovanni Morra가 전세계인들에게 조지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영리함과 강력한 임팩트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권 케이스를 제작했다. 케이스 전체 면적 중 20%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다. 그 경계에는
철조망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 부분에 러시아란 글자가 보인다. 아래쪽 검은색 부분부터 적힌 글부터 읽어 올라가면 '20% of my country is occupied by
Russia', 즉 내 조국의 20%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는 글이 완성된다. 조지아 사람들이 이 여권 케이스를 들고 해외여행을 다닐수록 캠페인 메시지는 전세계
로 퍼져나갈 것이다.

Results: 현지 언론과 SNS의 큰 관심을 받게 됐고, 수천 명의 조지아인들이 해당 여권 케이스를 공항에서 들고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타 브랜드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같은 디자인을 각자의 제품에 적용했다. 한편, 회사 매출이 55% 신장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400% 상승했다.

Giovanni Morra: The Occupied Passport Type: OtherㅣAgy: Giovanni Morra TeamㅣCD: Juarez Rodrigues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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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미국 앵커리지의 NGO 단체 United Way of Anchorage는 2020년까지 앵커리지 고등학생들의 졸업률을 90%로 만들기 위해 90x2020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2019년에 이 프로그램을 홍보할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고자 한다.

Solution: 학생들이 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학생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으로 공개했다. 'Look Past the Labels'라는 제목의 이번 캠페인은 어른들이 '게으르고 못된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싫어한다'고 쉽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얼
마나 무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려준다. 영상에서 앵커리지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다니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지만 끼니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배가
고파 수업에 집중이 안 돼서, 애들이 옷이 더럽다고 놀려서 학교에 못가겠다고 고백한다. 아이들은 결코 학교가 싫다거나 성적이 나빠서, 또는 일탈하고 싶어
서가 아니라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아이들의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한 시청자들은 안내된 캠페인 웹사
이트로 이동해 확인하고, 기부도 할 수 있다.

Results: 이번 캠페인을 토해 지역 일간지, 언론, 은행 등으로부터 기부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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