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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hepherd: Plastic Seal, Plastic Turtle

Type: Otherㅣ Agy: Tribal DDB (Brazil) l CD: -

Challenge: 사람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해양생물에게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Solution: 해양생물 보존 운동 단체 Sea Shepherd가 제작한 3D 포스터는 바다 거북과 바다 표범이 인간이 무심코 사용하다 버린 비닐에 숨이 막혀 질식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해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죄책감을 안겨준다. 'The plastic you use once tortures the oceans forever(한 번 사용한 비닐
이 바다를 영원히 고문한다)'는 카피는 인간의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하고 사
소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다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포스터 외에도 Sea Shepherd는 SNS와 디지털 미디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의 폐해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방법을 소개한다.
자세히보기

The Raccoons: Dead Coral Color Of The Year 2043

Type: Otherㅣ Agy: The Raccoons ()
l CD: Rodrigo Bistene

Challenge: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43년경에는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영구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광고에이전시 The Raccoons는 빠르게 진행 중인 산
호초 백화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환경보호단체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
고 한다.
Solution: 색상표로 유명한 팬톤은 매년 올해의 색상을 발표한다. 2019년을 앞두고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상은 '리빙 코랄(Living Coral)', 즉 살아있는 산호
색이다. 팬톤은 리빙 코랄이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색조라고 설명했다. 화사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색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산호색이다.
그런데, The Raccoons가 2043년의 올해의 색상을 미리 내다봤다. 그 색은 'Dead Coral(데드 코랄)', 다시 말해 죽은 산호색이다. 그 아름답고 화려
한 색상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함만 안기는 죽은 색깔이 됐다. 에이전시는 죽은 산호색을 채도별로 나타낸 색상표를 제작했고, 백화현상이 진행된
산호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해양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감사의 글을 남겨 이들에 대한 대중
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자세히보기

Hyundai: Eco Parking

Type: Otherㅣ Agy: Havas (Spain) l CD: Fernando Zurita

Challenge: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스페인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코나를 홍보중인 현대자동차가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스페인 산신소에서 Eco Park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는 해변 주차장에 'Ecoparking(에코파킹)'이란 장치를 설
치했다. 해변을 이용하러 온 운전자가 플라스틱이나 캔 용기를 에코파킹에 버리면 무료 주차권이 발급된다. 에코파킹 장치에 들어간 플라스틱과 캔
은 재활용되고, 이로써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Results: 2-3일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25명이 일년 동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결과를 얻었고, 각종 언론 매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자세히보기

Ecologists Without Borders:
The Cleanest Font In The World

Type: Otherㅣ Agy: Futura DDB (Slovenia) l CD: Robert Bohinec

Challenge: 9월 15일 '세계 청소의 날(World Cleanup Day)'을 맞아 비영리기구 Ecologists without Borders가 재활용되지 않고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에 대한 인식 환기를 위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Ecologists without Borders가 슬로베니아의 자연에 나뒹굴고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 폰트를 제작했다. 쓰레기들을 조합해 알파벳을 만든 후, 디지털 작업을 거쳐 일명 'The Cleanest Font in the World', 즉 세계에서 가장 깨
끗한 폰트를 탄생시켰다. 대중에게 무료 공개된 이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쓰레기는 함부로 버려야할 대상이 아닌, 이 \
폰트처럼 재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자세히보기

NLWA: Save Our Stuff

Type: Otherㅣ Agy: Therapy (United Kingdom) l CD: Neale Hunt

Challenge: 북런던폐기물위원회(NLWA)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 교육 차원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유리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던 NLWA가 이번에는 캔/알루미늄 쓰레기 재활용편을 진행한다.

Solution: 쿠킹호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주인처럼 커스튬을 한 남자가 70년대 유행했던 팝콘 댄스 음악에 맞춰 아주 진지하게 나름 격렬한 댄스를 선보
이며 웃음을 선사한다. 덩치 큰 오디오 시스템도 쿠킹호일로 칭칭 감았고, 그 자신도 덩치가 커서 호일이 아주 많이 들어갔을 거다. NLWA는 그의
이러한 노력이 재미있지만은 않았나보다. 완전 자원 낭비라고 혹평을 한다. 그러나 알루미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며 그
의 재활용 노력은 칭찬해준다. NLWA는 재활용 품목과 비재활용 품목을 늘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미난 캠페인 웹사이트를 안내한다. 방문
자들은 여러 다양한 재질과 용도의 쓰레기들을 게임을 통해 재활용과 비재활용 품목으로 나누는 법을 배운다.
자세히보기

WWF: Elephant Vs Giraffe Water Fight

Type: Otherㅣ Agy: Cirkus (New Zealnad) l CD: Romain Borrel

Challenge: 담수(fresh water)는 생명의 근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주에서 오직 지구만이 담수를 갖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단 3%가 담수이고,
그 중 인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수는 귀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담수의
희소성은 더해만 가고 있다. 이에 담수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 및 보존 방법의 필요성을 알려 기
부를 독려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담수 보존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코끼리와 기린이 뜨거운 아프리카 황무지에서 작은 물통
하나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누구도 물병을 손에 놓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는 내용이다. 지구온난화로 고통을 겪는 동물들의 영상을
많이 접한 시청자들은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물부족으로 고통 받을 동물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물들이 쉽게 깨끗한 마실 물
을 먹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영상으로, 영상은 캠페인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기부를 독려한다.
자세히보기

Patagonia: Blue Heart [Trailer]

Type: Otherㅣ Agy: Farm League (Etc) l CD: Britton Caillouette

Challenge: 무분별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발칸반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무려 3천 개의 댐 건설과 물줄기 방향 전환 사업이 계획돼 있고, 현재 댐 188개
가 건설중이다. 이에 수천 킬로미터의 강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백 종의 동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Patagoina
는 유럽의 파란색 심장(Blue Heart of Europe)이라고 불리우는 발칸반도의 강들을 보존하기 위해 댐 건설에 투자중인 글로벌 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철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다큐멘터리 형식의 캠페인 영상은 발칸반도 강줄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지역 주민의 일인칭 시점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환경운동가들의
모습을 흑백으로 보여주며 발칸반도 지역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를 이루도록 했다. 힘겨운 현실을 강조하며 아름다운 자연 본연의 모
습을 서둘러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영상은 지역 환동운동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댐 건설이 중단된 세 가지 케
이스를 보여주며 희망을 전한다. EU 의회에서 상영되기도 한 이번 Blue Heart 영상은 댐건설 투자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Results: CNN,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세계 유수 언론에서 관심 있게 캠페인을 다뤘다.

자세히보기

Greenpeace: There's A Rang-Tan In My
Bedroom

Greenpeace: There's A Rang-Tan In My Bedroom

Type: Otherㅣ Agy: Mother (United Kingdom)
l CD: Salon Alpin

Challenge: 식품,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되는 팜유. 이 팜유를 얻기 위해 브랜드들의 열대우림 산림파괴가 심각하다. 산림파괴로 서식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랑우탄은 매일 25마리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

Solution: 그린피스가 오랑우탄의 고통과 열대우림의 파괴를 그린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배우 엠마 톰슨이 내레이션을 맡은 캠페인 영상은 차세대 환경운
동가들, 즉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대로 방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물건들을 망가트리는 '랑탄'이가 주인공 꼬마는
불편하기만 하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다. 인간들이 랑탄이가 사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 랑탄이의 집을
마구 파괴했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랑탄이가 인간의 집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꼬마는 랑탄이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우랑우탄 구하
기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그린피스는 영상 외에도 랑탄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제작해 후원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Treepex: Trump OXYN - Treespond

Type: Otherㅣ Agy: Team collaboration (Georgia) l CD: Bibi Asatiani

Challenge: 피부로 느껴지는 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온난화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분을 사고 있다. 나무심기 장려
단체 Treepex가 이러한 공분을 나무심기 프로젝트로 연결시킬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여러차례 트위터와 공개연설을 통해 지구온난화 같은 게 실체가
있다면 나와봐라, 동부지역은 혹한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지구온난화가 진짜 있다면 가져다 썼음 좋겠다 등등 여러 망언을 퍼부었다. Treepex가
개설한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이제껏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했던 망언들을 만화캐릭터된 그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가만히 듣고 있
다가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은 시점에 Treespond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의 입에서는 망언 대신 나무가 나온다. 그의 망언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니 그 귀한 시간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자는 취지다. 나무는 한 그루당 9.99달러다. Treespond를 눌러
9.99달러를 기부하면, 내가 심게 될 나무의 ID 번호와 나무 사진, 그리고 나무가 심기울 장소가 적힌 인증서를 발급 받게 된다
자세히보기

The Climate Reality Project: 24 Hours Of Reality
Type: Online ㅣ Agy: M SS NG P ECES Brooklyn (United States) ㅣ CD: Josh Nussbaum
Challenge: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수 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자연재해라지만 기후변화는 인재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제논리에 얽힌 거대 에너지 기업들
과 로비스트들은 기후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며 기후변화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며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세뇌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The Climate Reality Project가 탄생했다. 의심(doubt)과 거부(denial)에서 acknowledgement(인정)으로 대중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Solution: 24 Hours of Reality(현실의 24시간)라는 미디어 이벤트를 기획했다. 각 시간대의 전세계 도시 24 곳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될 이벤트로, 전세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와 기후 변화 간의 연관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에너지 기업들의 전술을 노출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벤트 프
로모션을 위해 의심과 거부의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동영상들을 제작했고, 전세계 소셜 미디어 업체들에게 홍보 영상과 이벤트 영상을
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문가들의 강연과 다큐멘터리 등을 라이브로 중계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음모론을 제기한 대기업들에 맞서 대중들에
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다.
Results: 전세계 590만 여 명이 평균 58분 간 미디어 이벤트를 지켜봤다. 라이브 이벤트 접속횟수가 680만 이상을 기록했고,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3.25초
마다 새로운 코멘트가 올라왔다. 글로벌 미디어 임프레션이 6억3천8백만을 기록했고, 결국 주요 오프라인 미디어들이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