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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부 타겟 캠페인



Challenge: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살아 가면서 육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병 감염과 원치 않는 임
신 출산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실업과 가난에도 훨씬 취약하다. 어느 특정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Doctors of the World는 이를 전세계적인 사회적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EVA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 37억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전염병 퇴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EVA 바이러스에 노출된 여성들의 암울한 삶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회에서 겪는 여러 불평등이 건강을 해치고, 임금과 연금이 남성보다
낮아 적절한 음식 섭취와 약 복용이 어렵다. 폭력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아직도 정략 결혼 같은 악습에 희생되고 있다.
Doctors of the World는 WHO에 성불평등과 그로 인한 여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직시하고 성별에 기반한 공중보건 접근법의 개발을 위해 모
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Doctors Of The World: Virus EVA Type: Otherㅣ Agy: La Despensa (Sapin) l CD: Jorge Tabane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81&source=ppt


Challenge: 미국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리바이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지역사회, 나아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네 명의 여성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했다. 'I Shape My World', 즉 내 세상은 내가 만든다는 의미의 타이틀
로 선보인 이번 캠페인 영상은 자신을 향한 편견과 적대감에 맞서 일어나 적까지도 포용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여성들에 관한 미니 다큐다.
실업, 마약, 알콜중독 등으로 점철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Standing Rock 운동을 일으킨 Jasilyn Charger, Utah Girls Tackel Football League를
공동 창설한 10대 미식축구 스타 Sam Gordon, LA 지역의 Rock n'Roll Camp for Girls의 공동 창립자 Mona Tavakoli, 미투 운동을 일으킨 Tarana
Burke 등이 다큐의 주인공이다.

Levi's: I Shape My World Type: Otherㅣ Agy: Girlgaze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6&source=ppt


Challenge: 우리는 여성의 생리를 철저히 숨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성들은 생리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 생리대 브랜드 바디폼(Bodyform)은생리를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정상인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olution: 금기시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보이는 것이라고 판단, 과거 생리대 광고의 선을 과감히 뛰
어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리혈이 흘러 내리는 채 샤워를 하는 여성과 생리대를 사러 간 남성, 여러 사람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리대 빌려줄 사람을 찾는 여성,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모습 등등을 보여주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기존의 TV 광고가 생리대의 흡수력
을 강조하기 위해 파란색 시약을 사용했다면, 바디폼은 붉은 시약을 사용했다. 더이상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TV 광고에
서 금지되고 있는 생리대 바꾸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생리 자체를 비정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고발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프랑스 패션 브랜드와 생리중인 모습을 상징하는 속옷을 디자인해 판매했고, 생리대 모양의 에어패드를 제작했다. 더불어, 관련 영상 컨텐츠를 제
작하고, 콘테스트를 열었다.

Results: 전세계 32개국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횟수가 45억 이상을 기록했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Bodyform: Bloodnormal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Kingdom)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40&source=ppt


Challenge: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이 매년 50만명에 이른다.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관련 단체 Marie Keating Foundation이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Solution: 세계에서 가장 사진에 자주 노출되고 사람들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가슴이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동상인 몰리 말론(Molly Malone)상의
가슴이다. 가슴이 강조된 동상이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SNS에서도 자주 회자가 된다. 여기에 착안해 Marie Keating Foundation이 몰리 말론의 가
슴에 작은 혹을 만들어 붙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상의 가슴에 손을 대고 사진을 찍었지만 작은 혹을 알아차린 사람은 전혀 없었다. Marie
Keating Foundation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몰리 말론의 가슴에 있는 혹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관심 속에 유방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적극적인 자가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Marie Keating Foundation: Take Notice Type: Otherㅣ Agy: Accenture (Ireland) l CD: Stephen Roger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81&source=ppt


Challenge: 2018년은 미투 운동을 필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진 해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현재의 페이스대로라면 온
전한 성평등은 100년 후에야 이뤄진다고 한다. 국제구호단체 PLAN International이 국제 여아의 날을 기념해,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회 'Global
Girls' Summit' 회의에 맞춰 전세계 여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알리고, 의사결정자들을 향해 여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
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Girls Get Equal'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했다. Global Girls' Summit에서 공개될 이 캠페인 영상은 시위, 스포츠, 호신술 수업, 정치적 의사 피력
등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상황에서 여아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성평등을 위한 단합된 투쟁의 새 심볼로 두 개의 파란
색 줄을 볼에 바르는 결의에 찬 행위를 보여준다. 또한, 회의에 예술, 비즈니스, 정부, 기업, 과학, 스포츠 및 미디어 분야 500여 명의 관계자들을 초
청해 여아들의 잠재력과 인권신장 노력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PLAN: This Is How Girls Get Equal Type: Otherㅣ Agy: Mr. President (United Kingdom) l CD: Laura Jordan-Bambac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33&source=ppt


Challenge: 역사적 인물을 기려 이름을 지은 샌프란시스코 거리들의 27%만이 여성 이름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에이전시 DDB가 여성 평등의 날을 기
념해 거리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양성 불평등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Solution: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는 진보와 혁신의 아이디어가 넘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남성만을 기리는 거리 이름은 아직도 양성 불평등 문제
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DB 인턴들이 런칭한 Ms. Representation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도시 이름의 불균형 문제에 시민
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했다. 길거리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름 앞에 여성을 뜻하는 'Ms.'를 초크 스프레이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DDB가 작업한 14개의 거리 이름에 얽힌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전 상원의원인 Thomas Butler King의 이름을 딴 것
으로 추정되는 King Street 앞에 Ms.를 붙였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재즈 클럽 오너인 Leola King을 기리는 거리 이름이 됐고, 웹사이트
에서는 Leola King의 업적을 소개한다.

Women’s Equality Day: The Ms Representation Project

Type: Outdoorㅣ Agy: DDB (United States) l CD: Sam Brow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16&source=ppt


Challenge: 미국 농업 협동 조합 Land O'Lakes가 여성평등의 날을 맞아 농가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농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캠
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컨트리뮤직 싱어송라이터 매기 로즈(Maggie Rose)가 미국 농가 관련 동요로 유명한 'Old MacDonald'를 리메이크한 'She-I-O'를 신나게 노래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농가의 여성들을 중년에서 어린이까지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미국을 말그대로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농가
의 여성들은 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기 일쑤지만 이번 여성 평등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뮤직비
디오가 만들어졌다. 한편, Land O'Lakes는 SNS 캠페인 해시태그인 #AllTogetherBetter로 태그, 공유, 코멘트가 일어날 때마다 1달러를 구호단체
Feeding America에 기부해 총 10만 달러를 전달할 계획이다

Land O Lakes: She-I-O Type: Otherㅣ Agy: The Martin Agency (United States) l CD: Anne-Marie Hit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09&source=ppt


Challenge: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에게 마침내 운전이 허용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우디 여성뿐 아니라 전세계 밀레니얼 여성 소비자들에
게 운전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Welcome to the Driver's Seat" 캠페인은 사우디 여성이 패션 디자이너, 영화감독, 교사, 육상선수 등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현대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앞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마지막의 'Now it's time to let the real journey begin'은 마
침내 여성이 진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는 오프라인으로는 리디아에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디지털 전
시장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갖춘 'City Store'를 오픈했고, 시승 서비스 및 초보운전자를 위한 어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Hyundai: Welcome To The Driver’s Seat Type: Otherㅣ Agy: Jung Von Matt (Germany)
l CD: Matthias Hess, Anna Rondolino, Brendan Gallahu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710&source=ppt


Challenge: 사람들이 하는 욕을 자세히 해석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심한 욕의 대부분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욕이 튀어나올 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속엔 여성에 대한 경멸이나 하대하는 태도가 뿌리를 박고 있다는 의미다.

Solution: Mind Your Word, 즉 말 조심해라,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의 캠페인이 런칭됐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각국의 욕을 한음절 한음절 잘라 정확히 발
음하니 그 뜻이 자세히 파악이 되면서 민망하기 그지없어진다. 하나같이 엄마와 누이 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인 이 욕들은 일상생활에 파고
든 여성에 대한 폭력적 마인드를 방증한다. 캠페인 웹사이트도 마련돼 있다. 누구나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비슷한 욕설을 올리고, 그동안 인
식하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다.

Mind Your Word: How To Curse Around 
The World

Type: Online ㅣ Agy: Ogilvy & Mather (United Kingdom)
l CD: Harshmeet Kholi, Larissa Vaz, Daniela Varel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14&source=ppt


Challenge: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 수치심을 느끼는 공중화장실 공포증이라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캐나다에는 약 200만 명
이 공중화장실 공포증을 겪고 있다. 화장지 브랜드 Cashmere는 도시에 사는 직장여성들이나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중화장실 공
포증을 해소시킬 만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공중화장실이 지나치게 조용한 것이 공중화장실 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 한다고 판단, 공중화장실의 고요함을 깰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냈
다. 토론토와 오타와의 공중화장실 400칸의 문에 설치한 이 장치는 와이파이와 연결돼, 화장실 사용자가 캠페인용 뮤직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재생목록에서 골라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Results: 고안된 장치가 8주만에 217만 번 이상 사용됐다.

Cashmere Tissues: Now Streaming Type: Outdoorㅣ Agy: John St (Canada) l CD: Kara War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4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