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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겟한 캠페인



Challenge: 남아프리카 어린이 100명 중 1명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두 돌이 되기 전 사망한다. 아동 예방접종률 제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 중 하나다. 남아공의 금융기관 Nedbank는 넬슨만델라 아동 기금(Nelson Mandela Children's Fund)과 손잡고 아동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2018년 12월 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우스 FNB 경기장에서는 글로벌 음악축제인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Global Citizen Festival)'이 열린다.
Nedbank는 이 행사의 무대에 올라가 전세계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아동들을 선정했다. 예방접종 취약 지구에 사는 아동들로, 넬슨만델라
가 생전에 남긴 유명한 연설들에서 어린이 인권을 강조한 부분을 발췌해 만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만인 앞에서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밤낮으로 연설을 연습하고, 멀리 요하네스버그까지 가서 행사 전날 호텔방에서 잠들기 전까지도 외우는 귀엽고도 기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침내 사람들로 가득찬 스타디움에서 아이들은 또박또박 메시지를 합창했고,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욱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박수
갈채를 받았다.

Nedbank: Children Promote Vaccinations In The 
#VaxTheNation Movement 

Type: Otherㅣ Agy: Joe Public (South Africa) 
l CD: Martin Schlumpf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02&source=ppt


Challenge: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아찾기 포스터나 온라인 포스팅을 봐도 무관심한 까닭은 자기와 상관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실종 아동 찾기 단체 Child Focus는 벨기에인들이 미아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
하고자 한다.

Solution: 세상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이라는 '6단계 분리' 법칙이 있다. 'Closer Than You Think(생각보다 가깝다)' 캠페인은 이러한 네트워
크 과학을 토대로 런칭됐다. Child Focus는 실험을 통해 일반인 참가자들이 여섯 다리를 거치자 실종 아동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 참가자들도,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도 실종아동과의 관계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유명 축구선수를 비롯해 벨기
에 셀렙들도 캠페인에 참여해 캠페인 확산을 도왔다.

Results: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49% 증가했고, 미아찾기 포스팅 공유 횟수는 387% 이상 늘었다.

Child Focus: Closer Than You Think Type: Otherㅣ Agy: WPP (Belguim) l CD: Manuel Ostyn, Pieter Sta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2&source=ppt


Challenge: 파키스탄의 아동 결혼 문제가 심각하다. 매일 25,000여 명의 여아가 신부가 된다. 그동안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하려는 노력은 종교 단체에 의
해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UN 여성기구가 아동 결혼 반대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아동 결혼이 여아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
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파키스탄에서 신부 예복 디자인으로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새로운 형태의 웨딩 드레스를 만들었다. 전통 결혼 예복에 들어가는
자수를 파키스탄 여아 교복에 넣어 만든 옷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최대 규모의 웨딩 패션쇼가 열리던 날, 파워 패션 블로거들이 지켜보는 가운
데 어린 여자 아이가 교복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 등장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Results: 국내외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 횟수가 5억을 기록했고, 수천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상원과 파키스탄 이슬람 의회가 법적 결혼 나이를
18세로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동의했다.

UN Women: The Bridal Uniform Type: Otherㅣ Agy: BBDO (Pakistan) l CD: Hira Mohibullah, Assam Khalid, Ali R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56&source=ppt


Challenge: 유니세프가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 권익 신장을 위한 유니세프의 노력에 전세계인이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 어린이의 날에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전세계인이 어린이 권익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세상을 물들이자는 #GoBlue 캠페인을 런칭했다. 올해
어린이의 날 홍보대사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출연해 유명해진 14살의 영국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Millie Bobby Brown)'이 선정
됐다. 밀리 바비 브라운이 출연한 캠페인 영상에는 유니세프 굿윌 홍보 대사로 활약중인 올랜도 블룸, 리암 니슨, 두아 리파 등도 찬조 출연해 파
란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예로써 보여준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에서 파란색과 관련된 미술활동 하기, 파란색 티셔츠 입
기, SNS로 파란색 관련 활동 인증하기 등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니세프가 진행중인 온라인 청원운동이 진행중
에 있으며,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파란색을 테마로 운영된다.

Unicef: Millie Bobby Brown: Go Blue 
On World Children’s Day 

Type: Otherㅣ Agy: Nylon Studios (United States) l CD: Simon List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57&source=ppt


Challenge: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완구브랜드 마텔(Mattel)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아름다움과 힘을 지지하
는 인형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보다 포용적인 브랜드로 이미지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국제 여아의 날을 맞아 마텔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여아
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Solution: 여아들의 꿈 실현을 제한하는 문화적 편견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Dream Girl Project'를 런칭했다. 우선, 'You Can Be Anything'이란 타이
틀의 캠페인 영상에서는 여자 어린이들이 5살부터 여자 어린이들은 대통령이나 과학자, 우주인, 엔지니어, CEO 등에 대한 꿈을 접는다고 이야기
하며, 어른들이 과학과 관련된 장난감을 남자 아이들보다 세 배는 적게 주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검색창에 '우리 아들에게 재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입력하는 경우가 '우리 딸에게 재능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경우보다 두 배가
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것이 'Dream Gap(드림갭)', 즉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아와 남아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라고 한다. 아이들은 드림
갭을 없애려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바비는 뉴욕대 교수와 공동으로 5-7세 여아들에게서 발견되는 드림갭에 대한 연구
를 진행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전세계에서 최소 10명의 여성 롤모델을 선정해 홍보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Barbie: Dream Gap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States) l CD: Jason Moussalli, Adam Balog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39&source=ppt


Challenge: 식사 대용 어린이 간식 Rice Krispies Treats는 2017년부터 포장지에 자녀를 위한 사랑의 메모 공간을 넣어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에 62,000명
의 시각장애인 초등학생들이 있다. Rice Krispies Treats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의 메모를 받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기회를 주고자
한다.

Solution: 시각장애인 단체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와 손잡고 점자로 된 사랑의 메시지를 제작해 포장지에 넣었다. 하트모양의 스티커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여러 메시지들이 있어 시각장애아 부모들이 선택해 스낵 위에 붙여 책가방에 넣어 보낼 수 있다. 아직 점자를 배우지 못한 자녀
들을 위한 녹음 장치도 선보였다. 약 10초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로, 스낵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Rice Krispies Treats: Love Notes Type: DMㅣ Agy: Krispr Communications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57&source=ppt


Challenge: 어린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발달 단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니레버의 세탁세제 브랜드 Omo
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뛰어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흙이 닿아야만 그림과 글자가 살아나는 동화책을 만들었다. 동화작가가 이번 캠페인을 위해 글과 그림을 맡은 동화책 'The Tale of Spots and
Stripes'는 특수 잉크가 적용돼 흙이 지면에 묻어야만 글과 그림이 드러난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지도 하에 운동장에 나가 맘껏 흙놀이를 하고,
마법처럼 책에 글과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독서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Omo는 이 책을 남아프리카 공
화국의 여러 학교와 교육부에 보내 교과 과정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Results: 교육부와 여러 교육기관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Omo: Book Of Dirt Type: DMㅣ Agy: Ogilvy (South Africa) l CD: Mike Martin, Alex Goldberg, Dede Laurentin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647&source=ppt


Overview: 어린 자녀들에게 양치질 하라는 잔소리도 하기 힘들지만 대충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답답하기만 하다. 어린이 전동칫솔 '필립스 소니케
어 키즈'는 자녀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 부모들과 양치질이 정말로 귀찮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양치시간을 선사하는 스마트폰 앱
Brush Busters를 런칭했다. 양치질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뱀파이어와 바이킹을 애니메이션 캐릭터화 하여, 어린이들에게 뱀파이어와 바이킹
의 이가 박테리아로 득실거릴 때 양치질을 해주는 미션을 준다. 이 때 올바르게 깨끗이 닦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제대로 미션을 완수했을 때는 상이
주어진다. 또, 실제로 아이들이 양치질을 했을 때도 상이 주어진다.

Philips Sonicare: Philips Brush Busters Type: Online ㅣ Agy: Achtung! (Netherlands) ㅣ CD: -

자세히보기

68175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2324&source=ppt


Overview: 레고가 독일의 미술관 렌바흐하우스의 재개관에 맞춰 특별한 체험 미술전을 열었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초청, 독일 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마르크
의 대표작 'The Blue Horse' 앞에서 작품에 표현된 파란색 말을 생동감 넘치는 해설로 설명했다. 그런 다음, 준비된 레고 브릭들을 이용해 방금
설명을 통해 들은 파란색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상상의 물체로 표현되기도 했고 실제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레고로 표현한 말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비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로 설명, 상상력과 표현력
을 함께 발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

LEGO: Blind Art Project Type: Promotion ㅣ Agy: Serviceplan Germany (Germany) ㅣ CD: Sandra Loibl, Oliver Palmer

자세히보기

68175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0824&source=ppt


Overview: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는 비정부기관인 스페인의 Fundacion Anar가 런칭한 OOH 캠페인.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어린이나 10대 청소
년들에게 기관의 전화번호인 116 111을 홍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 옥외광고판의 문제는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을 학대하는 어른과 함께 동
행할 때 감히 아동 보호 기관의 홍보 포스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시선이 이중으로 분사되는 렌즈형
옥외광고. 어린이의 신장을 고려해 어린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성인의 시선이 가는 곳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캠페인 메시지
가 보이도록 했다.

Fundacion Anar: Only For Children 
Type: Outdoor ㅣ Agy: Grey Spain (Spain) ㅣ CD: Fernando Riveros, Matías López Navajas, María Salomón

자세히보기

68175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940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