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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촉발시킨 캠페인



Challenge: 아동 양육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NGO 국제개발기구 SOS Children's Villages(SOS 어린이 마을)이 여성 인권 신장의 선도자 루스 베이더 긴즈버
그 미 연방대법관을 기리며 제2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양육을 위해 기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생전에 SOS 어린이 마을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다. 긴즈버그의 별세 후 첫 생일을 맞아 SOS 어린이 마을이 그를 기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으로 영상은 시작한다. 그가 없었다면 여성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을 것이며, 성소수자의 혼인권은 인정받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길러내기 위해 SOS 어린이 마을을 후
원해줄 것을 시청자들에게 부탁했다. SOS 어린이 마을 미국 지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생일에 생일 파티를 열어 각계 저명인사들 및 유족들과 함께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그의 SOS 어린이 마을 후원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재능 있는 청소년 화가인 Tyler Gordon이 SNS에 캠페인을 위한 그림을
올려 기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SOS 어린이 마을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Venmo의 피드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생전에 남긴 어록들을 올린다.

SOS Children’s Villages: Without Ruth Type: Filmㅣ Agy: Havas New Yor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56&source=ppt


Challenge: 2019-2020년 칠레 반정부 시위 당시 칠레의 매스미디어는 정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시위와 관련된 사실은 숨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칠레
적십자는 시위 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상 당한 수백 명의 시민들을 도왔다. 그런데 긴급구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
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아 섣불리 기부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Solution: 스페인어로 'Primera Linea'는 'first line(첫째 줄)'과 'front line(최전선)'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에 착안해 시위 당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
뢰를 얻었던 독립 디지털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독립 디지털 언론사가 내보내는 모든 뉴스 기사의 첫 줄을 기부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하
이퍼링크로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의 하이퍼링크가 다른 기사로 이동하는 데 사용됐던 것과 달리 최초로 하이퍼링크가 기부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캠페인 타이틀처럼 첫 줄(first line)이 최전선(front line)을 위해 활용됐다.

Results: 마케팅 예산 투자 없이 100여 개의 독립 미디어가 기사의 첫 줄을 기부하고, 칠레 적십자사 웹 사이트 트래픽이 30% 증가하고, 13만 달러 이상의 기
부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Chilean Red Cross: First Line For The Front Line Type: Otehrㅣ Agy: Port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945&source=ppt


Challenge: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선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끼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푸드뱅크들도 마찬가지다.

Solution: 디자이너 Holly Kielty와 Maisie Bensonwe가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살 때 푸드뱅크 기부용으로 하나 더 살 것을 권유하는 Think Food Banks 캠페인
을 런칭했다. 슈퍼마켓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에게 푸드뱅크 기부용으로 하나씩 더 구매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두 디자이너는 영국 슈퍼마켓들의 판매대, 카트 등에 소비자들이 직접 붙일 수 있는 게릴라 캠페인용 스티커들을 제작했다. 푸드뱅크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캔
음식, 파스타, 쌀 등에 특히 붙이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눈에 띄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재치있는 문구의 스티커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Results: 인스타그램에 스티커를 공개한 직후, 두 디자이너의 팔로워가 증가하면서 영국 전국에서 120여 명이 총 수천 개의 스티커를 주문했다.

Think Food Banks: Think Food Banks Type: Guerrila Marketing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14&source=ppt


Challenge: 주류 브랜드 Aviation American Gin의 소유주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DeLeón Tequila 소유주 퍼프 대디, 그리고 Haig Club Whiskey 소유주 데이
빗 베컴이 미국 환대 산업 종사자 지원 NGO 단체인 Another Round, Another Rally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슈퍼볼 TVC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내래이션을 맡은 영상은 자신과 퍼프 대디, 그리고 데이빗 베컴은 함께 각자가 운영 중인
알콜 브랜드의 술들을 슈퍼볼 진출팀들의 연고지인 탬파베이와 캔사스 시티의 천연 식재료들과 혼합한 칵테일을 만들었다고 제법 진지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함께 만날 수 없는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시음을 하는데...모두 바로 거하게 먹뱉을 한다. 라이언 레이놀즈의 입에서는 욕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났다. 역시 칵테일은 칵테일 만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바텐더들을 돕는 일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Aviation American Gin, DeLeón Tequila, Haig Club Whiskey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디아지오는 Another Round, Another Rally의 바텐더 돕기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Results: 2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6만 뷰를 기록했다.

Another Round And Another Rally: Mixing 
With Diddy And Beckham

Type: Onlineㅣ Agy: Maximum Effort Production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674&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슈퍼마켓 체인 IGA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퀘벡에 소재한 전 IGA 매장에서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판매 중인 AR로 움직이는 종이접기 인
형의 판매를 홍보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IGA는 모금액을 소아암 연구 재단 Fondation Charles-Bruneau에 기부할 예정이다.

Solution: 'Made with love'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소아암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를 통해 소아암 환아에게 직접 구운 과자와 머핀
등을 주고 고마움의 표시로 종이접기를 선물받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으로, 나눔의 힘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종이접기 인형 캐릭터들 중 세 가지가 IGA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2만 뷰를 기록했다.

IGA: Made With Love Type: Filmㅣ Agy: Sid Le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89&source=ppt


Challenge: 물부족 국가 돕기 NGO 단체 WaterAid가 에디오피아를 비롯한 기타 여러 나라들이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300만 파운드 모금을 목표로 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런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정원에 144 켤레의 알록달록 어린이 장화가 설치됐다. 물웅덩이 같이 얕은 곳에서 식수를 해결하는 전 세계 1억4천4
백만 명의 어린이와 성인 남녀를 상징한다. 'Puddles are for splashing in(물웅덩이는 발장구를 치며 노는 곳이야)'란 제목의 캠페인 이미지에는 어린 아이가
빗물로 젖어 있는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정원에서 장화들 사이로 신나게 발장구를 치며 놀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철에 영국 어린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논다는 사실에 착안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물웅덩이는 노는 곳이지 식수를 해결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WaterAid: Puddles Are For Splashing In Type: Outdoor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90&source=ppt


Challenge: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NGO 단체 메이크어위시 재단 스페인 지부가 스페인에서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우주인이 장래 희망인 네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우주로 보내줬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의 목소리를 우주로 보냈다. 네 명의 어린이들은 우주인
이 되어 각자 가고 싶은 곳이 달랐다. 화성에 가고 싶다는 친구, 외계행성인 알파 산타우리에 가겠다는 친구, 백조자리, 베가 별에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다.
메이크어위시는 유럽우주국에 요청을 해 아이들의 메시지를 우주로 전송해달라고 했다. 유럽우주국은 이에 아이들의 메시지를 인코딩하고, 우주정거장들과
협력해 오디오 트랙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꼬마 우주인들은 유럽우주국 소속 천체물리학자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주로 전송하는 순간을 공유하는 화상회의
에 참여했다. 또, 하루 동안 진짜 우주인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캠페인을 위해 공개됐다. 메이크어위시는 기부금 마련
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영상, 인쇄매체용 포스터 및 이미지 외에도 SNS 및 OOH 콘텐츠들로도 제작했다.

Make A Wish: Astronauts Type: Printㅣ Agy: BBDOㅣ CD: Tomás Ferrándi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60&source=ppt


Challenge: 영국의 노숙자 돕기 자선단체 Crisis가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단체가 하는 일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노숙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작품 활동을 통해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Crisis가 노숙자의 작품을 월별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 'Art from Crisis'를 런칭했다. Art from Crisis를 통해 구독자들은 Crisis에 기부도 하고, 영국 12개 지역에서 지원, 카운셀링, 교육 과정 등을 제공하는
Crisis의 연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충분히 작품 가치가 있는 작품도 월별로 받아보게 될 것이다. 모든 작품마다 아티스트의 사연도 함께 전달된다.

Crisis: Art From Crisis Type: Otherㅣ Agy: GOODㅣ CD: Reuben Turn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15&source=ppt


Challenge: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Zoom 회의에 재미와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코로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Zoom 회의 시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전시한 아트 갤러리 'Meeting Masterpieces'를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는 재능 있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작가들의 기존 작품들뿐만 아니라, 'work(일)'이란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유
저들은 사이트에서 작품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작가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Zoom: Background Art Gallery Type: Otehrㅣ Agy: co:collective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924&source=ppt


Challenge: 지난해 무독성 반려견 밥그릇으로 슈퍼볼 광고에 등장했던 자동차 액세서리 및 반려동물 용품 제조사 WeatherTech이 올해에도 슈퍼볼 TVC 영상
을 선보인다. 다만 지난해와는 다른 명목을 갖고 돌아온다.

Solution: 지난해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하는 등 WeatherTech의 비공식 마스코트로 활약중인 골든리트리버 스카우트는 WeatherTech CEO의 반려견으로 암
투병 중이다. 위스콘신대 수의대가 지난해 7월에 스카우트의 심장 저부에서 종양을 발견했고, 살아날 확률은 1%에 불과하며 예후가 매우 심각해 앞으로 살 날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층 방사선 치료 '토모테라피'를 받는 등 견주와 위스콘신대 수의대의 노력과 사랑, 헌신으로 스카우
트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됐고, 현재도 씩씩하게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이다. 스카우트의 견주는 이러한 과정을 슈퍼볼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해 위스
콘신 대학교 수의대의 놀라운 연구와 혁신적인 치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부를 통한 지원을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Results: 1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78만 회를 기록했다.

Weathertech: Lucky Dog Type: Filmㅣ Agy: Pinnacle Advertising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527&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