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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선, 인식전환
홍보 캠페인



Challenge: 임신검사카드 브랜드 Prega News가 임산부가 임신기간에 겪는 육체적 어려움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돕는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YourSecondHome은 임신한 가사도우미에게 일터가 그의 두 번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입덧을 일으키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가사일을 부담시
키지 말자는 취지로 런칭된 캠페인이다. 집주인이 가사도우미에게 손세탁, 설거지, 아기 안고 재우기 등등 기존에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하고 새 도
우미를 구하며 오해를 사지만, 알고보니 임신한 가사도우미에게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 대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
였음이 밝혀지며 온정을 나누는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여성의 날에 맞춰 런칭된 캠페인은 임신한 가사도우미에게 과중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
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Mankind Pharma: #YourSecondHome Type: Otherㅣ Agy: ADK (India) l CD: Ravi Shankar Mish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58&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의료 네트워크 Banner Health는 수년 간에 걸친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료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그러나, 외
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동안 대중들의 Banner Health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졌다. 과거 Banner Health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차가운
기업 이미지였다. 이제,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Solution: 그저 여러 다른 병원들에 Banner Health라는 로고만 빌려준다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얼굴 없는 회사에 얼굴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Banner Health 소속 직원들을 직접 캠페인 영상에 출연시켰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불안케 하는 여러가지 것들과 싸워야 한다. Banner Health
직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캠페인송 'Our House'를 직접 부르며 환자들을 안심시킨다. 환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천 명의 Banner
Health 직원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다(Exhale)는메시지를 전달한 영상이다.

Banner Health: Our House Type: Otherㅣ Agy: MullenLowe (United States) l CD: Aaron Cling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08&source=ppt


Challenge: 암전문의는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독과, 상실, 그리고 슬픔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들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이에 이스라엘 제약회사 MSD가 암전문의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늘 마주 대해야 하는 조직검사 이미지, 엑스레이, MRI, CT 촬영 이미지 등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결코 보기에 좋을
수 없는 암세포 확대 이미지를 큐레이터의 손길을 거쳐 다양한 조명과 액자를 이용해 예술작품화한 것이다. 작품들은 암치료 단계별로 전시됐다.
첫 번째는 '진단(diagnosis)' 단계다. 암세포 이미지들이 추상적인 예술적 이미지들로 표현됐다. 두 번째는 '이미징(imaging)'이다. 아름다움의 상징
이라고 할 수 있는 다비드와 아프로디테 조각상에 3D 프로젝션을 투과해 각각 폐암과 유방암이 몸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겉으
로는 드러나지 않게 고요하게 인체를 파괴하는 암세포의 무서운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치료(treatment)' 공간에서는 최첨단 영
상을 통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특히, 역사적인 전쟁과 전투 영상을 함께 재생함으로써 의사를 전쟁
영웅과 같은 존재로 나타내려 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술(surgery)'에서는수술 시 사용되는 표본병에 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소지품을 넣
은 뒤 진열해 전체적으로 'Hope(희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Results: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암연구 단체들의 국제회의장에서 전시를 열어 수천 명의 암전문의들이 전시를 구경했다. 전문 학술지에 캠페인이 소개되기도
했다. 전시회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전시를 다시 열었고, 주요 암연구 연구소들이 전시를 영구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MSD: The Art Of Besting Cancer Type: Outdoorㅣ Agy: Hooligans (Israel) l CD: Tal Mano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202&source=ppt


Challenge: 2017년, 122개국 정부가 핵무기 핵확산방지조약에 찬성하며 냉전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해온 핵무기의 퇴출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
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총 9개 국가가 70년 전 히로시마 원폭의 천 배의 위력을 갖춘 핵무기를 비롯해 여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십자사가 핵무기 퇴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과 대중, 특히 핵무기에 무지한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런칭
한다.

Solution: 두 명의 친구가 해변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지금 당장 핵무기가 폭발한다는 가정을 두고 살기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
는가라는 질문을 주고 받는다. 한 명은 지금 누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를 선택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그렇기에 오히려 죽
음을 택하겠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훨씬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여러가지 위
협이 있지만 핵무기 위협은 아직까지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이라면 핵무기의 위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짐작하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영상
이다.

ICRC: Choose Type: Otherㅣ Agy: Sra. Rushmore (Spain) l CD: Jesús Beltrán, David Tito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93&source=ppt


Challenge: 다국적 보험사 AIA가 스리랑카에 상륙하며 현지화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스리랑카인들은 AIA를 스리랑카인들의 삶의 방식에는 무
관심한 외국계 회사로만 생각하는 게 현실. 따라서, AIA가 진심으로 스리랑카 사람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
어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Solution: 인구의 과반수가 불교인 스리랑카에서는 웨삭이라는 불교 절기가 되면 신자들은 모두 절을 찾아 하루종일 기도를 하고 불경을 듣는다. 이때 마땅
히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신문지다. 그런데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 의식을 위해 차려입고 간 흰색 옷에 잉크가
묻어 더러워지곤 한다. 여기에 착안해 AIA가 웨삭 하루 전날, 아무것도 인쇄돼 있지 않은 신문 광고를 두 면에 걸쳐 냈다. 신자들을 위해 가장자리
에 불교 문양의 테두리를 넣고, 하단에 작게 AIA의 캠페인 문구를 넣은 것 외에는 전혀 인쇄된 것이 없다. 온전히 돗자리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Results: 평균 발행부수가 26만인 일간지가 모두 품절됐고, 지면 광고 직후 AIA에 걸려온 문의전화가 평소에 비해 3배 증가했다.

AIA: Space To Pray Type: Outdoorㅣ Agy: TBWA (Sri Lanka) l CD: Mithila De Silv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65&source=ppt


Challenge: 안구의 망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일종인 망막아종을 진단 받는 영국 아동의 수가 일주일에 평균 한 명꼴이라고 한다. 조기진단을 통해 망막
아종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98%나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또
한, 병에 대한 워낙 낮은 인지도 탓에 부모가 신경을 쓰고 살펴보지 못해 어린 자녀가 시력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 단체 The
Childhood Eye Cancer Trust(CHECT)는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런칭해 대중들에게 망막아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영국 런던의 관광명소인 Old Spitalfields Market에 대형 풍선이 떴다. 풍선은 동그란 안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은자 위에 두 개의 하얀색
점이 떠 있다. 일반 눈동자와는 뭔가 다르다. 망막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동공의 하얀 외형이 보이는데 빛을 비추면 종양으로 인해 수정체를
통해 하얀점처럼 보이게 된다. 풍선은 이러한 망막아종의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Alice and Dot'이
라는 스토리를 제공한다. 방문자는 웹사이트의 양방향 스마트 디자인을 통해 페이지를 스크롤하며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후
원하는 안경점 Vision Express는 옥스포드 스트리트 매장 내 어린이 안경 코너에 있는 모든 안경 렌즈에 하얀색 점을 붙여놓았다. 또한, 매장 내
디지털 스크린으로 Alice and Dot을 재생하고 있다.

CHECT: Blimp Type: Outdoorㅣ Agy: Wunderman (United Kingdom)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37&source=ppt


Challenge: 9월 21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노르웨이 출신의 광고인 John E. Njoki와 Kim Follesøy-Thuen이 온라인 혐오발언 반대 캠페인을 런칭하고
자 한다.

Solution: 10-20대 네티즌의 25%가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왕따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까지도 온라인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모두가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이 불 때가 왔다. 60년대부터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어
평화를 상징해왔다. 이제 이 평화의 브이를 온라인에도 가져오자. The Peace Pointer는 지적하는 듯한 손가락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를 브이로 바
꿔주는 크롬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용 플러그인이다. 인터넷으로 순간 이성을 잃거나 나도 모르게 혐오발언을 작성하거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올
리다가도 평화를 상징하는 마우스 포인터를 보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The Peace Pointer: The Peace Pointer Type: Otherㅣ Agy: Kim + John (Norway) l CD: Kim Follesoy-Thu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91&source=ppt


Challenge: "Keep Reinventing"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생각의 변환과 재창조를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HP가 일상생활에서의 생각의 변화와 스
테레오타입 타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HP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미국인 가정을 백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그리고 백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 HP는 실험 관찰을 진행했다. 초대받은 실험 참가자들 역시 대부분 미국 가정을 백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생각했
다. 이들에게 HP는 다양한 인종과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미국인 가정의 구성원들을 뽑아보라
고 했다. 백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것이 참가자들이 머릿속에 그린 가족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HP는 실험을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진짜 가족이 13팀이 된다고 밝혔다. 마침내 13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3팀 거의 모두 서로 다른 인종이나
동성커플로 구성된 가정, 또는 조손가정 등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은 현장에서 즐거운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HP 프린터로 곧바로 출력된
사진은 미국가정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실제 조사결과, 백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미국인 가정은 전체 미
국 가정의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HP: Family Portraits Type: Otherㅣ Agy: Edelman (United States) l CD: Gil Kuruner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38&source=ppt


Challenge: 많은 인도 여성들이 결혼하자마자 시부모, 친정부모들과 친구, 지인들로부터 빨리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접어
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에 못이겨 임신이 늦어질 경우 미신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존한다.

Solution: 세계적인 제약회사 Merck가 시험관 아기로 임신해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커플들을 인도 사회가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Parents of
Fertility 캠페인을 런칭했다. 불임을 금기시 하는 인도사회다. 그렇지만 Merck는 불임이 2,750만 인도인들이 겪고 있는 일반화된 생물학적 증상임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 불임을 크게 문제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아기를 가져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라 등등 끊임
없이 참견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귓가를 늘 맴돌던 여성이 남편과 함께 당당히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모습을 그렸다. 아
울러, Merck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참견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소음을 차단'한다는 제스처로 이어폰을 착용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Merck: #LogonKaKaamHaiKehna Type: Otherㅣ Agy: WATConsult (India) l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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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필리핀에서 치즈는 크리스마스에나 먹는 고급 식품으로 여겨진다. Kraft Foods의 Eden Cheese는 치즈란 매일같이 어느 음식에나 활용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식을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치즈 음식 만들기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치즈가 일상생활 먹거리에 활용도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최악의 물난리로 고통을 겪은 필리핀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기네스 세계기록 경신 행사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치즈를 넣어 만들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물었다. 행사 당일
에 음식만들기 현장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웹사이트에서 공개됐다.

Results: 총 5,845개의 음식을 만들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쇄매체를 통해서만 1천7백만 여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Eden 치즈의 매출이 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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