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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캠페인



Challenge: GPS 벨기에 사람의 1/3이 섹스팅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섹스팅을 현대 사회에서 성을 경험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누
드 사진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데 있다. 특히 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10대들 사이에서 문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Solution: 벨기에 통신사 Telenet이 누드 사진 공유를 막을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comdom'이라는 이름의 앱으로, 이 앱으로 누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받
을 한 명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맞춤형 알고리즘이 사진 전체를 커버하는 워터마크로 바꿔준다. 워터마크 처리된 이미지는 제아무리 포토샵
에 능한 사람도 제거하지 못하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 두려워 섣불리 장난치지 못한다. 이밖에도 앱에는 사용자 얼굴을 인식
해서 원하는 경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기능도 있다.

Results: 노출횟수 4,500만 회, 언드 미디어 가치 61만5천 유로를 기록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횟수로 4등을 기록했다.

Telenet: .Comdom Type: Otherㅣ Agy: Wundermanㅣ CD: Pieter Staes, Manuel Osty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049&source=ppt


Challenge: 트랜스젠더가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때 직원들은 카드에 있는 이름이 겉으로 보이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 의심과 기분 나쁜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불미스러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Solution: 마스터카드가 업계 최초로 트랜스젠더들이 신용카드에 신분증에 있는 이름이 아닌 트랜스젠더가 된 후 스스로 선택한 이름을 넣기로 했다. 다른 신
용카드사와 은행들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지만 마스터카드는 꿋꿋하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의 달에 방송을 통해 트랜스젠더 배우들이 직접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Results: 첫 3주 만에 캠페인 노출 횟수 30억 회를 기록했다. 언드 미디어와 페이드 미디어 비율이 19:1을 기록했다. 반응이 좋자 업계의 다른 브랜드들이 같은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Mastercard: True Name Type: Filmㅣ Agy: McCan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4037&source=ppt


Challenge: 팬데믹으로 일 년 이상을 밖에를 한 번 못나가 보고, 집안에 있지만 최신 기술에는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페루 요양원에 사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Solution: 쇼핑몰 Real Plaza Malls가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신박한 아이템을 개발했다. 생긴 모양과 조작법은 옛날 50년대 TV랑 똑같은데 첨단 인공지능과
디지털 비서 기능을 장착한 콘솔 Retro Smart Device가 그것이다. Real Plaza Malls는 페루의 여러 요양원에 Retro Smart Device를 제공했다. 그동안 적적하고
외로웠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이미 익숙한 조작법으로 디지털 비서 기능을 사용해 자녀들과 화상 채팅도 하고 듣고 싶은 음악도 들고 궁금한 것도 물
어보며 썩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59만 뷰를 기록했다.

Real Plaza Malls: Retro Smart Device Type: Film, Direct Marketing ㅣ Agy: DDBㅣ CD: Gonzalo Vera Tudela, 
Mauricio Lored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520&source=ppt


Challenge: 전 세계적으로 8억4천만 명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해가 지면 어부가 고기를 낚지 못하고 아이들은 숙제를 할 수 없다.
수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나 작품을 만들 수 없다.

Solution: 콜롬비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스타트업 Edina가 전기 없이 소금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손전등 'Water Light'를 개발했다. Water Light 안에 500ml
의 바닷물(또는 긴급상황에서는 소변)을 채워 넣으면 최대 45일간 불을 밝힐 수 있다. 이온화 원리로 작동하는 장치로, 소금물의 전해액이 Water Light의 내부
에 있는 마그네슘과 구리판과 상호 작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낸다. USB 포트도 탑재돼 있어서 휴대폰이나 기타 소형 디바이스도 충전할 수 있다.

Results: 10억 명이 온라인을 통해 캠페인을 접했고, SNS에서 25만 건의 공유가 일어났으며, 130만 달러의 언론 홍보 효과를 거뒀다.

Edina: Water Light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Wunderman Thompson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3478&source=ppt


Challenge: 지속가능한 패션에 집중하며 친환경 행보를 보여주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
을 향해 더 이상 대량 소비가 아닌 환경을 생각할 때임을 강조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Buy Less, Demand More(덜 사고, 더 요구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50년 전, 이미 지구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상하며 재배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공정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과 의류의 재활용 등 관련된 전 분야에서 파타고니아가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은 이제는 소비자들도 덜 사고, 입던 옷을 재활용하고, 고쳐 입고, 물려 입는 등 환경을 위해 개인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앞장서 기업
들에게 친환경 제품 생산을 요구하라고 격려한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49만 뷰를 기록했다.

Patagonia: Buy Less, Demand More Type: Filmㅣ Agy: Patagoni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321&source=ppt


Challenge: 패션 리테일러 Joules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삼림 보호 단체 Woodland Trust와 손잡고 환경을 생각하는 뜻깊은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A Woodland Tale'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람들이 나무를 사들고 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 어린 소
녀가 기특하게도 숲으로 들어가 숲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전나무에 트리 장식을 달고, 새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새집도 올려놓는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나무를 베어와서 집안에 뒀다 버리지 말고, 오히려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할 때다. Joules는 2022년까지 25만 그루를 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Woodland Trust의 2025년까지 5천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Joules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19개 품목
을 선정해 판매가 될 때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Woodland Trust와 함께 심을 예정이다.

Results: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 16만 뷰를 기록했다.

Joules And The Woodland Trust: A Woodland Tale Type: Filmㅣ Agy: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92&source=ppt


Challenge: 삼성전자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입은 문화예술 퍼포머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Spotlight'을 런칭하며 첫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

Solution: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드라마 노멀 피플(Normal People)에 출연해 연기를 인정받고 있는 신예 배우 폴 메스칼(Paul Mescal)이 Spotlight 캠페인의
첫 영상 'Lockdown'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영상에서 폴 메스칼은 봉쇄령 기간 중 퍼포머들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댄스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텅빈 창고 같은
적막한 공간에서 관객의 부재를 상징하는, 상상 속 관객인 마네킹을 향해 홀로 외롭지만 강렬한 몸짓을 한다. 전체 영상은 삼성 갤럭시 S20의 8K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삼성은 이번 Spotlight 캠페인을 영국의 문화예술 전공 학생들과 신인 크리에이터들이 출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대 90초 분량
으로 오디션 스타일의 퍼포먼스를 촬영해 해시태그 #SamsungSpotlight와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출품할 수 있다.

Results: 5일간 유튜브 조회수 29만 뷰를 기록했다.

Samsung: Spotlight - Lockdown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Taylor Herring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2246&source=ppt


Challenge: 네덜란드 초콜릿 브랜드 Tony's Chocolonely는 2005년부터 카카오농장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해왔다. 초콜릿 블럭이 여타 초
콜릿들처럼 네모 반듯하게 나뉘어지 않고 모양이 제각각인 것과 경종의 의미인 빨간색으로 겉포장을 한 것도 초콜릿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제는 네덜란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때다.

Solution: 영국의 배우이자 감독, 음악인인 이드리스 엘바의 강력한 내래이션이 인상적인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카카오농장의 아동노동착취를 'unfair(불공
평)'이라고 비난하고, 'kids playing freely like a boss(마치 보스처럼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fair(공평)'하다고 표현하는 내래이션이 Tony's
Chocolonely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컬러풀한 영상으로 브랜드의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Tony's Chocolonely는 노동착
취 없는 초콜릿을 위한 법개정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Tony’s Chocolonely: Unfair/Fair Type: Filmㅣ Agy: Herc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1926&source=ppt


Challenge: 브라질 의류 브랜드 Hering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Freedom is basic(자유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컨셉으로 브라질 사회 전반과 패션 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브라질에서는 어깨끈이 없는 옷을 가리켜 'tomara que caia'라고 표현한다. 어깨끈이 달린 여성 상의를 보며 '흘러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Hering은 앞으로 어깨끈 없는(strapless) 옷을 그렇게 지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브랜드들과 소비자들도 참
여하기를 희망하며 #Strapless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를 위해 Hering은 여권신장과 관련된 특별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성차
별적인 표현들을 거부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StraplessTop 이라는 이름의 한정판 의상을 제작해 세계 여성의 날에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이 NGO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의상을 입은 사진을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유명 브라질 여배우가 이
의상을 입고 하퍼스 바자 3월호 커버를 장식하며, 캠페인을 이어간다.

Hering: #Straples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AlmapBBDO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70796&source=ppt


Challenge: 스페인의 청소년 의류 및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Herokid가 빈곤층 자녀 돕기 CSR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스페인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 사회 문제들을 뜻하는 사회적 배제 위기에 몰려있다. 대도시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
하다. 이에 Herokid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단체인 Casal Dels Infants와 협력, 'Skate your problems' 캠페인을 런칭했다. 단체
에 등록된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다. 왕따, 부모의 이혼, 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그림으로 표현됐고 이 그림은
Herokid 스케이트보드의 뒷면에 프린트됐다. 그리고나서 그림이 새겨진 스케이트보드로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쳤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뒷면은 콘
크리트 바닥과 마찰되는 부분이라 그림이 벗겨지게 돼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비록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들도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된다. Herokid는 이러한 스케이트보드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해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Results: 스케이트보드가 Herokid의 베스트셀링 아이템이 됐고, 이번 캠페인으로 120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돕게 됐다.

Herokid: Skate Your Problems Type: Direct Marketingㅣ Agy: DDB Madridㅣ CD: Javier Meléndez, 
Pedro Andragnes y Paco Cabrer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618&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