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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부 타겟 캠페인



Challenge: 나이키가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The Toughest Athletes'는 임산부와 산모의 위치에서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유명 운동선수 및 일반인 20명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그
린 영상이다. 테니스 스타 셀레나 윌리엄스, 축구선수 알렉스 모건, 육상 선수 니아 알리 등 유명 스포츠 선수들 외에도 평소 운동에 진심인 일반인들을 가족과
친구들이 밀착 촬영한 모습들을 엮었다. 팬데믹이라는 악조건까지 더해졌지만 임신 중에나 출산 후에도 힘들고 지치지만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어
머니로서 아기를 정성스레 돌보는 모습이 영감을 선사한다.

Results: 4일간 유튜브 조회수 401만 뷰를 기록했다.

Nike: The Toughest Athlete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 New York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808&source=ppt


Challenge: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TENA가 폐경에 대해 터부시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Age of Despair', 즉 절망의 나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폐경이 아랍어로 절망의 나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제목으로, 이러한 표현 자체
가 폐경과 노화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도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의 81%는 이러한 표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TENA는 아랍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Ghalia와 함께 'Despair No More(더 이상의 절망은 없어)'라는 제목의 캠페인 송을 만들었
다. 캠페인 송은 중동지역의 인기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Anghami에 싱글로 공개될 예정이다. 뮤직비디오도 제작됐다. 뮤직비디오에는 여러 여성 노인들이 등
장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를 내린다. 또, 미니 컨텐츠 시리즈를 제작하고, SNS 캠페인를 진행했다. SNS 여성 유저들이 해시태그 #DespairNoMore를 사
용해 직접 'Age of Despair'란 표현을 대신할 긍정적인 새 표현들을 제안하는 이벤트다

TENA: #DespairNoMore Type: Filmㅣ Agy: Wieden+Kennedy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86&source=ppt


Challenge: 발신자 표시, 전화 차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ruecaller가 세계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공개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평온하던 여자의 일상에 스토커가 나타났다. 그녀의 일상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연락처까
지 알아낸 스토커는 밤새 쉴새 없이 전화를 걸었고 여자는 Truecaller로 발신자를 차단했다. 그리고, 대담해진 스토커는 그녀를 추격하고 핸드폰까지 내밀어 보
이며 자기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여자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사실 청각장애인인 그녀는 수화통역사를 통해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이때
Truecaller의 수신차단 내역을 유용한 증거로 제출한다. 여자는 드디어 홀가분해진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선다. 영상은 여성들을 향해 말보다는 신고할 의지가
중요하다며,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발신자를 차단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노출시키라고 조언한다.

Results: 4일간 유튜브 조회수 239만 뷰를 기록했다.

Truecaller: #SpeakUp Because #ItsNotOk Type: Filmㅣ Agy: Wirality Mediaㅣ CD: Pranav Harihar Sharm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33&source=ppt


Challenge: Libresse, Bodyform 등 여러 생리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위생용품 기업 Essity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고 있는 자궁내막증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painstories라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똑같이 몸이 아파도 여성질환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시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
별히 여성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자궁내막증은 생리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자궁 속 고통은 아무리 아파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진단을 받는 데 평균 7년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한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고통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퇴사, 해고, 우울증, 자살 등으로까지 이
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서는 먼저, The Pain Dictionary, 즉 고통 사전을 제작했다.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생생한 고통의 표현을 적은 사전으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이 사전을 토대로 여성의 고통을 그림, 텍스타일, 영상 등으로 나타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 여성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기울
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사전에 계속해서 등재시킬 계획이다. 또, 온라인 박물관 Pain Museum을 열어 아티스트들이 고통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Libresse: #Painstories By Libresse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BBDOㅣ CD: Toby All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705&source=ppt


Challenge: 데이팅 앱 Bumble이 호주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연인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젠더 노멀(gender norms)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입장에 서라는 메시지
를 전할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Boys will be boys'라는 말이 있다.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는 뜻으로 남자들은 다 그러니 이해하라는 뉘앙스가 있다. 그런데 왜 여자한테는 그
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걸까? Bumble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과감히 'Girls will be girls'라는 타이틀로 캠페인을 런칭했다. 즉, 여성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연인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도 먼저 적극성을 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세 친구가 Bumble을 통해 각자의 취향대로 만
나게 된 상대에게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주도하는 모습을 활기찬 분위기로 보여준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89만 뷰를 기록했다.

Bumble: Girls Will Be Girls Type: Filmㅣ Agy: TBWA ㅣ CD: Courtney Brook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474&source=ppt


Challenge: 호주 생리대 브랜드 Libra는 사회적 규범의 경계를 허무는 광고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도 여성은 늘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신감에 힘이 넘치고 진정성 있는 자아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캠페인을 기획한다.

Solution: 각기 성격이 다른 5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각각 자신감, 결단력, 힘, 저항, 장난기 등을 각자의 캐릭터로 내세우며 사
회가 '노멀'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SNS에서도 #LiveLiberated 캠페인을 진행하며 여성들이 그동안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진행하고 있다.

Results: 두 달간 유튜브 조회수 112만 뷰를 기록했다.

Libra: #LiveLiberated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Cummins & Partners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020&source=ppt


Challenge: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로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히잡을 쓴 여성들이다.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에게 인도네시아 사회는 특정 행동을 기대한다. 항상 고분고분하
고, 겸손해야 하고, 집에서 아이들이나 봐야 하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Solution: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패션 브랜드 ZOYA가 히잡을 쓴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무슬림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한 담론을 일으켰다. 먼저,
SNS를 통해 두 가지 상충되는 의견을 내놓고 유저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두 가지 의견이란, '여성의 제자리는 부엌이다'와 '여성은 리더의 자리에, 시
상대에, 이사회에 속해야 한다'이다. SNS 유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자 ZOYA는 다른 선택사항들을 더 제안했다. '여자는 늦게까지 돌아다니
면 안 된다' vs. '내일 있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야근을 한다', '부모가 결혼 상대를 결정한다' vs. '내 파트너는 내가 정한다', '28세 내 우선순위는 아이를 갖는
것' vs. '28세 내 우선순위는 경영자가 되는 것' 등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히잡을 쓴 여성들에 대한 전통적인 시선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반응들이 압도적이었
다. 즉, 히잡을 쓴 여성들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란 뜻이다. 이러한 반응을 바탕으로 #MakeYourChoice 캠페인을 런칭하
면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빛나는 여성들을 위한 히잡 컬렉션 The Fearless Selection을 출시했다. ZOYA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히잡을 썼다고 해서 인생이 방해
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Results: 소비자 인게이지먼트가 300%나 상승했다.

ZOYA: Make Your Choice Type: Otherㅣ Agy: LUP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514&source=ppt


Challenge: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청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다 보니 평소 미용실에 가
서 관리 받던 여성들도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바디제모 제품 브래드 비트(Veet)는 이러한 시기야말로 마케팅의 적기라 판단했다.

Solution: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주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홈 케어를 공개하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집과 뷰티
제품에 시청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한 캠페인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시청자들을 초대해 셀프 제모를 위해 비트
를 사용하고 기타 비트 제품들을 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공개됐다. 인플루언서들은 나아가 팔로워들에게 각자의 홈 뷰티 루틴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인게이지먼트를 제고하고자 했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가 1달 간 86만을 기록한 영상도 있었고, 다른 영상들의 경우 2, 3주 만에 각각 23만, 37만 등을 기록했다.

Veet: #VeetIsMySalon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162&source=ppt


Challenge: 산모 자살 원인 1위가 산후우울증이다. 산모 7명 중 1명꼴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증상이지만, 우울하거나 슬프고, 한 생명을 책
임져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등 산후우울증 증상은 언뜻 보기에 목숨을 위협할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Solution: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조용한 위협인 산후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왜 어떤 산모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산모가
있는지를 설명할 유전자 표지자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 Mom Genes Fight PPD를 런칭하며, 현재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10만 명에게 연구
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는 산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이 대상이며,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앱을 다운로
드 받으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이 나고 참여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는 타액 테
스트 키트가 발송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산후우울증 관련 단체들, 맘 인플루언서, 셀럽들이 캠페인 해시태그를 통해 개인적인 사연을 나누며 연구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PD: Mom Gene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ongdoodyㅣ CD: Vanessa Witt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58&source=ppt


Challenge: 허쉬(Hershey's) 초콜릿 이름에서 눈치챈 것이 없는가? 'Her', 'She', 즉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다. 이제껏 눈치채지 못한 사
람들이 대다수이듯 훌륭한 재능을 지닌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착안한 허쉬 초콜릿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HerSheGallery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3월 한 달간 허쉬 초콜릿 포장지를 뮤지션,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사진작가, 플로리스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뛰어난 여성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특히, 여성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작품과 아티스트가 함께 프린트되고, 소비자는 QR 코
드를 통해 이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SNS에서도 이들 아티스트들을 소개함으로써 재능 있는 다른 여성들도 캠페인 해시태그를 이용해 자신의 작품을 포
스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Results: 1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20만을 기록했다.

Hershey's: #HerSheGallery
Type: Design&Brandingㅣ Agy: BETC Sao Pauloㅣ CD: Andrea Siqueira, 

Gabriel Sotero e Murilo M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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