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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 캠페인



Challenge: 캐나다 토론토에서 총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토론토 경찰에서 집계한 총 152건의 총기사건 중 14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많은 캐나다 사람
들이 보다 철저한 총기규제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지인이 연루되기 직전까지는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Solution: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단체 Coalition for Gun Control이 지오로케이션과 토론토 경찰 데이터를 활용해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와 내가 얼마나 가
까이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런칭했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
다. 확인 후, 방문자들은 해당 결과를 SNS에 공유할 수 있고, Coalition for Gun Control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Coalition For Gun Control: Dodge The Bullet Type: Other ㅣ Agy: Zulu Alpha Kilo (Canada)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89&source=ppt


Challenge: 미국의 국가 총기사건 인식의 날(National Gun Violence Awareness Day)을 앞두고, 시카고에 소재한 NGO 단체 The Illinois Council Against
Handgun Violence(ICHV)가 총기규제강화 법안 지지를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역사를 잊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른다. 이에 ICHV가 미국 총기사건을 총망라한 역사책 The Gun Violence History
Book을 제작했다. 228년간 발생했던 총기사건이 총 853 페이지, 19개 챕터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교훈을 남기는 역사책의 역할도 하지
만,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책 자체가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 서적이 됨으로써 역사를 알아야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
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적은 총기 사건이 발생했던 도시들을 돌며 전시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해 역사 시간
교재용으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Illinois Council Against Handgun Violence: The Gun Violence History Book 

Type: Other ㅣ Agy: FCB (United States) 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84&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에서는 총기소제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당 한 명꼴로 살해를 당하고 있고, 대부분이 총기에 의한 살해사건이
다. 과거 15년간 85만 명 이상이 살해됐는데 이는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 희생자수보다 많은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넘쳐나는 사건
소식에 대중들의 경각심은 날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 색다른 방식으로 사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다.

Solution: 폭력을 청각화한 'A Sinfonia da Violencia(폭력의 심포니)'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사격 전문가가 실제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케이스들을 사격
표적판에 그대로 옮겼고, 표적판을 포스터로 활용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사건 당시 몇 발의 총알을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를 소개한
뒤, 사격 전문가가 그대로 표적판에다가 재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격인이 총을 쏠 때 발생한 총성들을 오선지에 나타내 캠페인
제목과 동명의 곡인 'A Sinfonia da Violencia'를 작곡했다. 바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곡으로, 듣기만 해도 기괴하고 기분 나쁜 사운드에
몸서리가 쳐진다. 영상이 재생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상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A Sinfonia Da Violencia: The Sound Experience Type: Outdoorㅣ Agy: Unlockers (Brazil) l CD: Gabriel Arauj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27&source=ppt


Challenge: 시카고에서는 매주말 길거리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약 40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많은 시카고 사람들이 총기 사건에 둔감해져 가고 있
다. NGO 단체 Illinois Council Against Handgun Violence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도입을
촉구할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넓은 시카고에서 총기사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카고 시민들을 위해 불과 일주일 전 주말에 일어난 38건의 총
기 사건을 길거리 한 곳으로 모두 모았다. The Most Dangerous Street이라는 캠페인이 진행된 시카고의 어느 길거리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리가 됐다. 단 이틀 동안 그 좁은 골목에서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총 38개의 레이저빔이 깔린 밤거리 골목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했다. 각 레이저빔은 희생자 한 명씩을 의미한다. 여기저기 얽힌 레이저빔을 지나칠 때마다 벽에는 각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
건이 발생한 시각이 나타나 숙연한 분위기를 만든다.

Illinois Council Against Handgun Violence: Most Dangerous Street 
Type: Outdoor ㅣ Agy: FCB (United States) ㅣ CD: Jack Mille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15&source=ppt


Challenge: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총이 AR-15이다. 이 소총은 베트남 전에서 미군이 완벽한 살인 기계라고 칭송했을
정도의 엄청난 살상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인 300만 명이 이 살인 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구매도 마트에서 장보는 것만큼 쉽다고 한다.
NGO 단체 Change the Ref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상원의원들에게 총기 규제 법안 S66의 통과에 대한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AR-15의 살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반인들과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의사들과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들이 손을 잡
고 Impossible Operation이라는 게임을 제작했다. 인체에 대해 알아보는 과학용 완구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하게 된 Impossible Operation은
AR-15으로 공격을 당해 장기가 파열되고 뼈가 두동강 난 여자 아이를 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게임이다. 절대 놀이가 될 수 없는 어른용이
고, 말 그대로 도저히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불가능한 수술임을 깨닫게 만든다. 이 게임은 오프라인용으로도 제작되어 언론과 국회의원들에게 배
포될 예정이다. 일반 대중들은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용 게임을 상원의원들에게 트윗으로 전송하며 법률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Change The Ref: Impossible Operation Type: Direct Marketing ㅣ Agy: FCB (United States) ㅣ CD: Andy Gercha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14&source=ppt


Challenge: 1973년 9월 11일은 피노체트가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날이다. 이후 17년 동안 시행된 군사 독재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칠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후로 37년 뒤, 군사독재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라는 인권박물관이 개관
을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칠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과거사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노체트 덕에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
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등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동조하며 박물관이 역사를 왜곡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은 과거 독재정권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과거사를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Solution: 1973년 9월 11일의 쿠데타 발생을 타전했던 당시 라디오 방송 파일 550여 개를 복구하고, 시간순대로 편집해 2018년 9월 11일에 캠페인 웹사이트
에서 사건 당시 시간과 동일한 순서로 해당 파일들을 방송했다. 라디오, 페이스북, 학교, 그리고 박물관에서도 방송을 내보내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Results: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박물관 하루 방문자수가 일 년 방문자수의 21배를 기록했다.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 

Type: Otherㅣ Agy: Wolf BCPP (Chile) l CD: Nicolás Pére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05&source=ppt


Challenge: 2017년에 시카고에서 총기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50명에 이른다. 일리노이주의 총기규제는 다른 주에 비해 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총기사건
이 빈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이웃 주의 느슨한 관련법안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시카고 총기사건에 사용된 총기들의 60%가 다른
주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한다.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단체 The Brady Center는 강력한 총기규제법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런
칭하고자 한다.

Solution: 공공장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공공 자전거 대여소에서 착안, 공공 총기 대여소를 만들었다. 총기를 대여해주는 공공시설이라니...한때 베트남
전에서 완벽한 살인 기계라 불렸던 무기 AR-15 10개가 공공장소에 일렬로 거치대에 놓여 있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물론, 모형이지만 이제
는 AR-15를 마치 자전거 대여하듯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풍자한 설치물이다. 설치물에는 The Brady Center의 활동을 위한 기
부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 화면이 장착돼 있다.

Results: 5일 만에 언론을 통한 캠페인 노출 횟수가 7,300만을 기록했고, SNS에서는 2억6백만 을 기록했다.

The 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 
Metro Gun Share Installation

Type: Outdoorㅣ Agy: The Escape Pod (United States
l CD: Ryan Dick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53&source=ppt


Challenge: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6주기를 맞아, 숨진 학생들의 부모와 지역주민이 총기규제 운동을 위해 결성한 단체 Sandy Hook Promise가
PSA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Point of View(시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카메라는 학생회장 선거가 열리는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따라간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
생들도 보이고, 후보를 적나라하게 비방하는 아이들도 보인다. 그런데 학교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학생들이 카메라에 대고 어깨를 일부러 어깨
를 툭툭 친다거나 놀리거나 왕따를 시키는 시선을 건네는 것 같아 보인다. 마침내 카메라가 걸음을 멈췄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액자에 살짝 비쳤
던 얼굴의 주인공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선거가 열리는 강당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 이제껏 카메라맨일 거라 생각했던 시선
은 실은 총기난사를 일으키려는 아이의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영상 곳곳 이 아이가 사고를 일으킬 거란 징조가 여기저기 포착됐다. 사물함 속 이
미지들, 학생식당에서의 왕따, SNS의 경고 포스팅 등이 그것이다. 미리 관심을 갖고 제때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영상은 말
한다.

Sandy Hook Promise: Point Of View Type: Otherㅣ Agy: BBDO (United States) l CD: Bianca Guimara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33&source=ppt


Challenge: 호주 사회가 묻지마 폭행을 비롯한 여러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대 소년 Cole Miller가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
다. 이에 세계 복싱 챔피언 Danny Green이 주먹을 비겁한 짓에 휘두르지 말라는 메시지의 Stop the Coward's Punch 캠페인을 런칭하며 전국적
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Solution: Danny Green이 호주에서 가장 힘이 세면서 동시에 존경을 받고 있는 남성들을 집합시켰다. 그는 호주식 축구 AFL 선수 Jonathan Brown, UFC 챔피
언 Mark Hunt, 호주 빅토리아 십자훈장(VC) 수상자인 호주 정예 특수부대 요원 Ben Roberts Smith 등과 함께 자신들의 강한 주먹을 보이며 주먹
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임팩트 있는 영상을 선보였다. 호주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남자들이 모여 주먹은 함부로 쓰
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남을 괴롭히기 위한 남자들의 비겁한 주먹질을 경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 백만의 남성 SNS 팔로
워들과 함께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영향력을 파급시킬 예정이다.

Green Machine Danny Green: Man To Man - Stop The Coward's Punch 
Type: Online ㅣ Agy: SHEDcsc (Australia) ㅣ CD: Andrew Tinning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6212&source=ppt


Challenge: 미국에서는 107초마다 여성 한 명 꼴로 밤에 외출 시에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NoMore가 첨단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

Solution: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처음 보는 남자들과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문으로 성범죄자 식별이 가능한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 Uncover를 개발했다. 남자가 여성의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손을 댈 때 남는 지문을 Uncover의 지문인식 기술
이 인식하게 된다. 인식된 지문은 미국 성범죄자 지문 데이터베이스 내 지문들과의 일치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가 여성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달된다. 만약 성범죄자의 지문으로 판별되면, 여성이 있는 위치가 가까운 경찰서에 통보되고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No More: Uncover Type: Online ㅣ Agy: Miami Ad School (United States) ㅣ CD: Hellen Caballero, Jorge Zaragoza, Paloma Rodrig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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