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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캠페인



Challenge: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2억5천8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그 숫자가 15억으로 급증
했다. 구글은 글로벌 NGO 단체 Global Citizen과 손잡고 초등 교육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기로 했다.

Solution: 수차례 반복된 봉쇄령과 그로 인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험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학습, 성장, 피난처 등
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캠페인 영상은 아무도 없는 어느 교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곧 교실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이 계속해서 교차
된다. 하나의 현실에서는 동요가 흐르는 가운데 불도저가 교실을 깨부수고, 또 다른 현실에서는 교실이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다. 전자는 교육 재정 지원이
충분치 못해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영상은 전 세계적인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Global Citizen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Results: 1주간 유튜브 조회수 49만 뷰를 기록했다.

Google: Class Dismissed Type: Filmㅣ Agy: BBH Londonㅣ CD: Felipe Guimara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215&source=ppt


Challenge: 영국 적십자사와 틱톡이 공동으로 봉쇄령 기간 중 국민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홍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코로
나로 업무가 극심하게 가중되고 있는 NHS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Solution: 네 명의 의사들이 'First Aid Toolkit'이라는 제목의 교육용 틱톡 영상에 출연했다. 누군가 골절, 화상, 기도막힘, 심장마비, 천식 발작 등을 당한 상황
을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기 쉽게 가르침으로써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시기에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줄 것으
로 적십자사는 기대하고 있다.

Results: 3주 동안 유튜브 조회수 277만 뷰를 기록했다.

TikTok And British Red Cross: First Aid Toolkit Type: Online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543&source=ppt


Challenge: NGO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루마니아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핼러윈데이를 맞아 런칭한 'Truly Scary' 캠페인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괴물이나 유령, 좀비가 아닌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다. 핼러윈 호박에 '학생 절반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학생의 28%는 홈스쿨링을 할 툴을 갖고 있지 않다', '20명 중 3명이 학교를 자퇴한다', '학
생의 41%가 기능적 문맹이고, 교사의 43%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리소스가 없다' 등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새겨넣은 세이브더칠드런
은 이 호박들을 교육당국과 언론, 인플루언서들에게 전달했으며, 대중들에게는 기부를 독려했다.

Save The Children: Truly Scary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McCannㅣ CD: Eugen Pre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91&source=ppt


Challenge: 프랑스는 10년 내에 전 국민의 80%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훈련시키고자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지만,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고교생의 40%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Solution: 프랑스 적십자사가 인기 틱토커 4인과 함께 중독성 있는 춤으로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는 댄스 챌린지 '#PLSChallenge'를 런칭했다. 가장 자주 사용되
는 응급처치 4가지, 즉 CPR, 기도막힘 응급처치, 회복 자세, 지혈 등을 4명이 각각 맡아 전문가들로부터 응급처치법을 배운 뒤 틱톡 플랫폼에 맞는 댄스를 만들
어 프랑스 적십자사의 틱톡 채널에 포스팅했다.

Results: 4명의 틱톡 영상이 140,115만 뷰 이상을 기록 중이다.

The French Red Cross: #PLSChallenge Type: Onlineㅣ Agy: Kewl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838&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는 지난 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 미래 사회 리더 육성을 목표로 'Not A School' 캠페인을 런칭한 바 있다. 올해 그 두 번째 해를 맞
아 Z세대를 위한 무료 교육 경험 'Not A School 2020'을 런칭하며 이를 안내하고자 한다.

Solution: Not A School 2020는 다양한 배경의 18-25세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후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 영상은 영국 출신의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레이디 레
셔(Lady Leshurr)가 Not A School 2020 프로그램의 주요 홍보대사로서 등장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할 내래이션으로 타
깃 오디언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 SNS 채널은 물론, 레이디 레셔와 기타 인플루언서들의 SNS 채널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 또, 온라인 교육
플랫폼 FutureLearn도 광범위한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Not A School 2020 온라인 코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Results: 3일간 유튜브 조회수 35만 뷰를 기록했다.

Samsung: Not A School 2020 Type: Promotion&Eventㅣ Agy: Irisㅣ CD: Richard Hayt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706&source=ppt


Challenge: 교육은 미래의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 중에 점자 교육을 받지 못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태국인들은 많지 않다. 태국의 시각장애인 재단인 Foundation for the Blind in Thailand under the Royal Patronage of H.M. the
Queen은 대중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기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점자 교육 부재로 고생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대중들이 똑같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점자로 만든 포스터를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했다. 캠페인
메시지가 적힌 점자가 포스터의 한가운데 적혀 있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단에 적힌 간략한 정보로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한 기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Results: 대중들은 물론, 정부 기관과 여러 민간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며 포스터 확산 노력에 동참했다.

Foundation For The Blind In Thailand 
Under The Royal Patronage Of H.M. 
The Queen: The Poster You Can

Type: Otherㅣ Agy: Dentsu Oneㅣ CD: Kongpope Siriwattanagar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549&source=ppt


Challenge: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리소스는 없다시피하다. 이에 NGO 단체 Gender Creative Kids
Canada가 남들과 다른 성정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Sam이라는 인형을 제작했다. 러시아 마트료시카처럼 뚜껑을 열수록 작은 사이즈의 인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인형으로, 아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인형이 차례대로 등장하며 트랜스젠더의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 태어날 때는 마냥 행복한 여자아이었으나 갈수록 표정이 시무룩해지며 성정체성의 혼란
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정체성을 찾았을 때는 남자(Sam)가 되어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갖고 놀 수 있도록 제작
된 이 인형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사전 판매된다. 아울러, 교육용 애니메이션 영상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Gender Creative Kids Canada: Sam, The First 
Educational Transgender Toy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Lg2ㅣ CD: Marc Forti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7196&source=ppt


Challenge: MTV에서 운영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HIV/AIDS 퇴치 운동 재단인 MTV Staying Alive Foundation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콘돔 착용을 홍보하고
자 한다. 특히 성교육이나 섹스에 대한 담론이 금기시 되어 청년들이 HIV/AIDS에 취약한 50개국을 겨냥해 우회적인 표현의 캠페인을 제작하려고 한다.

Solution: 구멍만 보면 정신을 못차려 주인을 민망하게 만드는 강아지 Dick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Dick the Dog을 제작했다. 길거리 산책에
데리고 나간 Dick이 여기저기 보이는 구멍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자 주인이 콘돔을 씌워주고 그 이후로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을 마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콘
돔 착용으로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즐거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아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란 매체가 성에 대한 담론이 제한적인 국
가들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Results: 유튜브 조회수 27만 뷰를 기록했다.

MTV: #DickTheDog Type: Onlineㅣ Agy: Ogilvy & Mather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389&source=ppt


Challeng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자인, 브랜드, 비즈니스 관련 사립 교육 기관인 Vega School에서 2017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제작하고자 한다.

Solution: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허심탄회하
게 이야기하며, 점차 생각을 모아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했다. 여러 Vega School 학생들이 등장해 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이 영상은
Vega School의 교육을 통해 미래는 아이디어와 전략, 브랜드,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목표를 찾고 정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
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진로를 고민하는 타깃 오디언스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했다.

Vega School Of Advertising: Find Your Purpose Type: Filmㅣ Agy: Utopiaㅣ CD: Carl Cardinell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164&source=ppt


Challenge: 인터넷 사용이 나이를 불문하고 필수가 되고 있는 오늘날, 부모나 교사들은 어린 자녀,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놀이를 위해 인터넷 사용을 허
용해주고 싶어도 위험한 컨텐츠들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재는 어른들과 어린이들 간의 이해의 간극만 커지게 할 뿐이다.
이에 영국 통신사 BT와 유니세프(UNICEF)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Solution: 'The Right Click: Internet Safety Matters'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앞으로 BT와 유니세프는 3년 간 인터넷 안전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며 학부
모, 교사, 어린이들이 인터넷 사용에 관해 열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Results: 현재까지 초 9,866명의 초등학생들과, 부모, 교사들이 워크샵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참가 부모들의 90%가 자녀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해 더 많은 이야
기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고, 96%가 인터넷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으며, 98%가 자녀에게 노출된 위험을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리고 91%
는 자신의 자녀들이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BT: Know The Right Click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FHF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01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