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캠페인

2020. 11. 04

Prepared by Otto Monitor
02-515-1555

UN Women Brazil: 180Play

Type: Onlineㅣ Agy: Fbizㅣ CD: -

Challenge: UN이 인정한 여성 권리 보호와 관련돼 세계에서 가장 앞선 법인 마리아 다 펜하(Maria da Penha)법은 신체적, 심리적, 세습적, 또는 도덕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여성의 보호를 보장하는 브라질 법률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 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성의 68%는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고, 11%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
Solution: 180Play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런칭됐다. 180Play는 영화, 시리즈, 드라마 등의 장면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들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마치 OTT 플랫폼 같아 보이는 180Play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보여주며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교육하고, 가입 신청란처럼 보이는 페이지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세히보기

Irish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Still Here

Type: Filmㅣ Agy: TBWA Dublinㅣ CD: -

Challenge: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전세계적인 가정폭력의 증가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의 고립감과 무력감은 더욱 악화됐다.
Solution: 아일랜드 정의평등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가 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기관들을 소개하기 위한 T캠페
인을 런칭했다. 페이스타임으로 친구와 영상통화 중이던 여성이 갑자기 남자가 방으로 들어닥치자 당황해서 페이스타임을 종료하려고 하지만 폭언과 폭력이
이어지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내용의 TVC 영상,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도망쳐 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화기를 든 남자와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
려오는 라디오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Results: 2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 65만 뷰를 기록했다.
자세히보기

Canadian Women's Foundation: Signal For Help

Type: Onlineㅣ Agy: Juniper ParkTBWAㅣ CD: -

Challenge: 자가격리 기간에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 단체 The Canadian Women's Foundation과 Women's Funding
Network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자가격리로 인해 영상통화가 잦아졌다는 사실에 착안해 아무 영상 통화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호 'Signal for Help'를 만들었다. 엄지 손가락을
먼저 접은 뒤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는 간단한 비밀 수신호로, 영상 통화 중인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SOS를 보내는 수단이 된다. 수신호를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SNS 포스팅을 올려 개인은 물론, 여러 기관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즉각적인 바이럴 효과를 얻었고, 사회 각계의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을 공유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미
국에서는 보그(Vogue)가 캠페인 소식을 다뤘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을 공유했다.
자세히보기

The Home Office: You Are Not Alone

Type: Onlineㅣ Agy: FCB Infernoㅣ CD: -

Challenge: 영국 내무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든지 집을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 서비스를 계속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의 #YouAreNotAlone 캠페인을 런칭했다.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손바닥에 하트 모양을 그려넣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른 유저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자가격리 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피해자
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안내하며,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
지를 전한다.
Results: 열흘 만에 SNS에서 150만 유저가 캠페인을 접했고, 수천 명이 메시지를 공유했다.
자세히보기

Anais Association: #Isolateviolence

Type: Onlineㅣ Agy: Cheilㅣ CD: Victor Trifan

Challenge: 루마니아에서는 30초에 여성 한 명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한다. 루마니아 여성의 30%는 15세부터 신체 또는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이 악화될 것이다.
Solution: 가정폭력 예방 단체 ANAIS Association이 #IsolateViolence 캠페인을 런칭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포스터와 영상 등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전세계 사람들이 친숙하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가 눈길을 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러스 이미지를 변형
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미지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그래프와 차트도 창의적으로 변형해 가정폭력의 증
가 추이를 설명함으로써 가정폭력 신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세히보기

Bede House: Signal For Help

Type: Onlineㅣ Agy: J. Walter Thompsonㅣ CD: James Lucking,
Will Wright

Challenge: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신고율이 16%밖에 되지 않는다. NGO 단체 Bede House가 가정폭력 의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Solution: 영국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들로 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을 찾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Free_Public_Wi-Fi'를 네트워크 목록에 의도적으로 넣었다. 사람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터치했을 때, 화면에는 갑자기 페이스타임 전화가 걸려온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이 다급하게 페이스타임 전화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는 전화를 건 것. 하지만 이를 눈치 챈 남자가 무섭게 다가와 여성에게 마구 폭력을 가
하면서 전화 신고는 무산되고 만다. 물론, 실제 페이스타임 전화는 아니었다. 곧이어 화면에는 가정폭력 신고전화번호가 나타나며,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자세히보기

DFWAC: Fighting Fists With A Finger

Type: Onlineㅣ Agy: FP7 Dubai and Plan bㅣ
CD: Yasmina Boustani, Georges El Ten

Challenge: 아랍에미레이트의 NGO 단체 Dubai Foundation for Women & Children(DFWAC)이 가정폭력 퇴치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가정폭력은 처음에는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것(tap)으로 시작한다. 남자는 별 것 아닌 신체적 접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폭력으로 커질 수 있
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인스타그램 스토리(Instagram Stories)의 '탭(Tap)' 기능을 갖어폭력 예방 툴로 활용했다. 캠페인 영상에서와 같이
어느 젊은 여성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탭할 때마다 얼굴에 멍이 하나씩 늘어간다. 처음 탭할 때는 심하게 보이지 않았던 멍이 탭이 거듭될수록 얼굴 여
기저기에 나타나고 짙어진다. DFWAC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남성 유저들을 태그하여 캠페인 메시지를 지지하도록 유도했다.
Results: 캠페인 런칭 몇 시간만에 주요 아랍 여성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캠페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캠페인이 입소문을 타면서, 총 420건의 가정폭력이
보고되면서 피해자 420명이 모두 DFWAC의 보호를 받게 됐다.
자세히보기

Inamu: The Second Scoreboard

Type: Onlineㅣ Agy: J. Walter Thompsonㅣ CD: Alan Calderón

Challenge: 코스타리카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축구 경기 중 가정폭력이 크게 증가한다. 911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전화가 평소의 690%까지 치솟는다. 남성
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배우자를 폭행하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 여성 권익 단체 Inamu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
고자 한다.
Solution: 코스타리카 스포츠 전문 채널 Teletica 및 축구연맹과 협력하고 Second Scoreboard를 도입했다. 축구 경기 방송 화면에 두 팀의 점수를 나타내는 스
코어보드 외에 또 다른 스코어보드가 추가됐다. 축구 경기 중 가정폭력 신고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몇통이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여주는 점수판이다.
양팀의 점수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신고전화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 충격적이다. 중계석에서도 스코어보드를 확인하고 중계할 때
이를 언급하여 시청자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Results: SNS에서 곧바로 버즈를 일으켰고 의회로까지 가정폭력 문제가 언급됐다.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경기 도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40% 감소했다.
자세히보기

Disque-Denúncia: Curiosity Saves

Type: Onlineㅣ Agy: Agência3 Brazilㅣ CD: Paulo Castro

Challenge: 브라질의 범죄척결을 위해 일하는 단체 Disque-Denúncia가 가정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희생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두려워하고 남들에게는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 발을 헛디뎠다는 등의 전혀 다른 이유를 대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확신하기
가 어렵다.

Solution: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말하는 다친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호기심만 갖는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브라질의 여성 셀렙
들의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파급력에 기대어 호기심과 의구심을 살만한 포스팅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30명의 셀렙들은 문고리에 부딪혔다, 식탁 모서리에 부
딪혔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등등 수수께끼같은 문장들을 한 마디씩 띄우기 시작했다. 이것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일으켰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편집 버튼을
누르면 Disque-Denúncia가 보내는 메시지 전문을 확인하게 된다.
Results: 캠페인과 상호작용한 유저가 총 18만 명에 달했고 캠페인을 기사로 다룬 매체들의 페이지뷰가 7천만을 기록했다. 총 2천 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언
론 홍보 효과는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결과, 캠페인 첫 달만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게 됐다.
자세히보기

KAFA: Vote For Us. We'll Vote For You

Type: Otherㅣ Agy: H&C Leo Burnett Beirutㅣ CD: Areej Mahmoud,
Caroline Farra, Rana Khoury, Lea Salibi

Challenge: 수 많은 레바논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레바논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남성이 97%인 레바논 의회에서
는 가정폭력법안이 오랜시간 계류되어 있다.
Solution: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KAFA는 가정폭력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에 엄지에 묻히는 파란색 인주 대신 여성의 무고한 희생을 의미하는 빨간색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 이미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시키며 유권자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캠페인이다.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가정폭력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에게 투표하겠다.'
가정폭력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의회가 열리기 3일 전부터 진행됐고, 빠른 속도로 TV까지 캠페인 소식이 확산됐다.
Results: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붉은색 엄지가 2만 개를 기록했다. TV 뉴스를 통해 2백만 명이 캠페인을 접하면서 170만 달러의 언론홍보 효과를 거뒀다. 트위
터를 통해 51개국 2천2백만 유저들이 캠페인을 접했고, 가정폭력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논의가 700% 증가했다.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