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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촉발시킨 캠페인



Challenge: 잡지를 봐도, TV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온통 화려하고 트렌디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 천지다. 워낙 새 옷이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 굳이 모델이나
연예인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멋진 스타일의 옷들을 입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조지아의 불우이웃을 위한 쉼터 공간
Dzegvi Shelter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다.

Solution: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를 개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NGO 단체 American Friends of Georgia와 손잡고 Dzegvi
Shelter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을 런칭했다. 패션위크가 열린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Dze_라는 새 패션 브랜드가 런칭해 패션위크 무대에 첫선을 보인
다고 발표하고 브랜드 홍보 영상까지 공개했다. 영상에는 여러 연령대의 멋진 모델들이 개성 있는 룩을 선보인다. 메이크업과 의상, 촬영까지 완벽히 패션 브
랜드의 카탈로그 영상처럼 보였던 이 영상은, 그러나 Dzegvi Shelter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옷을 걸치고 촬영한 것임이 마
지막에 밝혀진다. Dze라는 브랜드는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만든 가짜였지만, 기부금 마련을 위해 팔찌 브랜드화 되어 판매 수익금을 Dzegvi Shelter에 전액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Dzegvi Shelter: Dze_Georgian Project Type: Outdoorㅣ Agy: Windfors l CD: Bibi Asatiani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99&source=ppt


Challenge: 펜실베니아주 더핀 카운티에 거주하는 위탁아동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94%가 학위를 받지 못하고, 50%가 노숙자가 되며, 25%가 징역살이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위탁아동을 돕는 NGO 단체 CASA가 위탁아동의 정서적 안정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위탁아동은 심한 경우 3년 동안 10여 차례 위탁가정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야 할 때 곧바로 짐을
꾸려 이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없이 초라한 검은 비닐봉지에 소지품을 챙겨 떠난다. CASA는 이렇게 위탁아동의 비참한 현실
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비닐봉투를 캠페인 이미지로 선택했다. 인형과 담요 한 장 든 검은색 쓰레기 봉지들을 옥외에 진열했고, 온라인, 인쇄매체, 모바일 등으
로도 해당 이미지와 함께 위탁아동 문제를 간과할 경우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기부를 독려했다.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Change Their Narrative 

Type: Outdoorㅣ Agy: Pavone Marketing Group l CD: Gabrielle Denofrio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96&source=ppt


Challenge: 20여 년 전, 터키 백혈병 환자의 생존률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 백혈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이 모여 중동지역 최초의 백혈
병 재단인 LOSEV를 설립하고 치료에 혁신을 가져온 결과, 20년 만에 생존률을 94%로 올리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LOSEV는 그간
의 업적을 기념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기념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1973년에 개봉된 영화 'My Dear Brother'를 모르는 터키인들은 거의 없다. 터키 영화사상 가장 슬픈 영화로 기억될 만큼 온 국민을 울렸던 작품으로,
TV를 딱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던 백혈병이 걸린 어린 막내 동생이 형들이 TV를 집에 들여오기 바로 직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LOSEV가 영화의 결말을 바꿔보기로 했다. 이제는 20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엔딩씬의 배경과 동일하게 세트를 만들고, 원작 배우들과 최대한
흡사하게 캐스팅과 분장을 한 뒤, 형들이 동생의 소원대로 TV를 집에 가져왔고 백혈병을 이겨낸 동생이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TV를 보게 된다는 것으로 내용
을 수정해 촬영했다.

Results: 7,20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70만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기록했다. 아울러, LOSEV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었다.

LÖSEV-Lösemili Çocuklar Vakfı: My Dear Brother
Type: Onlineㅣ Agy: Rafineri l CD: Ali Şener, Kerim Gürsel, Doğu Göcük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51&source=ppt


Challenge: 유기동물 보호소 Sydney Cats & Dogs Home이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SNS 프로필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도가 상승한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성에게 인기가 높아진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데이트 앱 사용자의 46%가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한다는 조사 결과
도 있다. 이에 착안해 Sydney Cats & Dogs Home이 발렌타인데이에 보호소 강아지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와 팝업 사진관을 열었다. 싱글들은 10달러를 내고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데이트 앱 프로필에 사용할 사진을 찍었다. 물론, 사진값은 모두 유기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Sydney Cats & Dogs Home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l CD: Simon Langley

자세히 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23&source=ppt


Challenge: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는 수년 전부터 유방암 의식 향상을 위한 'No Less A Woman' 캠페인을 진행해오며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을 위
한 기능성 속옷을 디자인해 판매 수익금을 유방암 단체에 기부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유명 사진작가 데이빗 제이(David Jay)와 손잡고 'The Scar Project'를 런칭했다. 데이빗 제이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과감
히 재건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숨기지 않는 당당한 모습의 여성들을 만나 그들에 대한 존경
심을 갖고 촬영에 임했다. 그 결과물과, 스텔라 매카트니와의 인터뷰,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들의 인터뷰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스텔라 매카
트니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성을 지키고, 자신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성 브라를 재디자인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유방암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Stella McCartney: No Less A Woman Type: Otherㅣ Agy: - (United Kingdom)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9&source=ppt


Challenge: 전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이 새 책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동화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도 많다. 제3세계 국가들의 도서관 책장은 비
어 있거나 학교에서도 수십 명이 너덜너덜해진 교과서 한 권을 나눠 보기도 한다. 책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거나 상상
속 멋진 친구들을 만나보거나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다. NGO 단체 Book Aid International은 아이들의 미래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3세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책 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olution: 아프리카 케냐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Great Rift Valley)의 어느 마을에 사는 12살 소녀 파스칼리아(Pascalia)는 책을 사랑한다.
유명한 어린이 도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Where The Wild Things Are)'를 들고 파스칼리아는 마을 전체를 누비며 책의 주인공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녀가 들른 학교 도서관에는 열람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열악한 상태의 책들이 꽂혀 있다. 그래도 파스칼리
아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책이 인도하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맛본다. 영상은 파스칼리아처럼 그나마 책이라도 볼 수 있는 상황도 못되는 어린이들
이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 투표하거나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Book Aid International이 새 책 한 권씩을 아
동들에게 보낸다.

Results: 많은 대중들이 영상에 투표한 결과, 자선 단체 캠페인 영상에 주어지는 2019년 Charity Film Awards 후보에 올랐다.

Book Aid International: Reading ‘Where The 
Wild Things Are’ In The Great Rift Valley 

Type: Otherㅣ Agy: Raw (United Kingdom) l CD: Amber Parson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97&source=ppt


Challenge: 캐나다의 소아전문병원 BC Children's Hospital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눈오는 겨울날의 어린이와 눈싸움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침에 일어나 함박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고 당장에 뛰어나가 놀고 싶어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릴적 겨울날의 추억은 소아암 환자들에게는 사치일까? BC Children's Hospital은 입원해 있는 소아 환우들에게
마땅히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눈싸움 할 권리를 돌려주고 싶었다. 병원 재단이 런칭한 'Big BC Snowball Fight for Kids' 캠페인은 BC Children's
Hospital에 입원한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가상 눈싸움 놀이를 제공했다. 비록 하늘에서 내린 진짜 눈은 아니지만 특수 제작한 커다란 눈덩이로 아
이들은 실내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이 눈을 제작하는 데는 대중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된 돈은 가상 눈
1,000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대중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SNS와 인터넷으로도 가상 눈싸움 놀이를 제공중이다. 한편, BC Children's
Hospital은 눈오는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싸움할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아이가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뭉쳐온 눈을 만져
보게 한다는 내용의 감동적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BC Children’s Hospital: Snowball Fight For Kids: Join Us Type: Otherㅣ Agy: Will Creative (Canada) 
l CD: Lisa Lebedovic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78&source=ppt


Challenge: 영국의 암연구 재단인 Cancer Research UK가 최근 영국 자선단체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의 메
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런칭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자 한다.

Solution: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암을 극복해 건강하고 화목한 모습을 되찾은 가정의 모습이 담긴 UGC를 어머니의 날에 공개했다. Cancer Research UK는 이
렇게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어머니로 살아 남을 수 있게 된 것은 100만 명의 정기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후원이 바탕이 된 암 퇴치
연구 결과, 10년 간 암 생존자의 생존률이 4명 중 1명에서 4명 중 2명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Cancer Research Uk: Because Of You Type: Onlineㅣ Agy: Atomic l CD: Matt Gilber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536&source=ppt


Challenge: 홍콩 구세군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재활용품을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바쁜 홍콩 현대
인들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재활용품 포장 박스를 찾아 포장해서 기부하러 직접 기관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큰 부담이다. 이에 구세군은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재활용품 기부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Solution: 홍콩 사람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물류 회사 Crown Logistics와 손잡고 'Gift Box' 캠페인을 런칭했다.
Crown Logistics에서 제공하는 이삿짐 박스는 네 개의 덮개 중 두 개에는 'Keep(사용할 물건)'이라는 글자가, 나머지 두 개에는 'Gift(선물)'라는 글자가 프린트
돼 있다. 이사를 갈 때 계속 사용할 물건을 넣을 때는 Keep이라는 글자가 밖으로 보이도록 상자 덮개를 접고, 이사할 때 나오기 마련인 재활용품들을 담을 때
는 Gift가 보이도록 상자를 접어 재활용품을 넣는다. 그리고 Crown Logistics에 전화를 걸면 곧바로 Gift라고 적힌 상자를 수거해 간다. 참여를 원하는 다른 택
배회사들은 구세군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올려 놓은 Keep, Gift를 출력해 각 회사 택배 상자에 붙여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Results: 재활용률이 40% 증가했고, 재활용품을 기증 받은 저소득층 가구가 30% 증가했다.

Crown Relocations: Gift Box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Leo Burnett Hong Kong l CD: May Chan, Fanny La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421&source=ppt


Challenge: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폭력 범죄율이 최악에 치닫고 있다. 폭력 범죄에 한 목소리로 대항하는 국민들의 집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
해 폭력범죄 근절 캠페인에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Solution: 3월 16일을 폭력범죄 반대의 날로 선포하고 폭력범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의 'Shout'라는 타이틀의 캠페인을 런칭했다. 남아공의 유명
아티스트들과 연예인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노래한 'Shout'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전국민적 지지의 기반을 마련했다.

Results: 하루만에 'Shout' 음원 다운로드 횟수가 1만3천5백회를 기록했고 3일만에 캠페인 웹사이트 순방문자수는 1만4천3백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2주만에
페이스북 지지자 5만 명을 기록했고 일주일만에 100만 랜드가 모금됐다.

Shout: Shout Type: Promotion&Eventㅣ Agy: Net#work BBDO Johannesburg  l CD: Graeme Jenn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58113&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