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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환경보호) 캠페인



Challenge: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친환경 옷걸이를 만드는 Arch & Hook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패션 업계의 옷걸이 오염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을 제고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옷걸이 'BLUE'의 출시를 알리고자 한다.

Solution: 모델 겸 환경운동가 니무에 스미트가 지속가능한 꾸뛰르 패션을 만드는 디자이너 로날드 반 데르 켐프의 의상을 입고 출연한 캠페인 영상
'Fashion's Dirty Little Secret'은 패션 업계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을 고발한다. 공장에서 매장까지 옷을 주름이 없는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 값싼 플라스틱 옷걸
이를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있는데, 그 양이 무려 연간 850억 개에 달한다. 영상은 런던 빅벤 294개가 매립지나 바다로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
한다. 영상 외에도 Arch & Hook은 패션업계에 플라스틱 옷걸이 사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에 나섰다.

Arch&Hook: Fashion's Dirty Little Secret Type: Filmㅣ Agy: Ridley Scott Creative Group
ㅣ CD: John Filipe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40&source=ppt


Challenge: 매해 800만 톤의 쓰레기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 Pornhub도 환경문제에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Solution: 아무리 '더러울수록 좋다'는 모토를 내세운 Pornhub이지만, 도저히 해변과 바다의 더러움은 참을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제작하게 된 자
극적 제목의 영상 'The Dirtiest Porn Ever(세상 가장 더러운 포르노)'는 정말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는 해변에서 인기 포르노 배우 커플 LeoLulu가
연기를 펼친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LeoLulu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발디딜 틈도 없는 해변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Pornhub 로고가 새겨진 작업
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청소하며 가려줘야 할 부분들을 가려준다. Pornhub은 본편이 궁금하다면, 사이트에서 구매 후 시청하라고 한다.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수익금이 해양환경 보존 단체인 Ocean Polymers에 기부된다.

PornHub: The Dirtiest Porn Ever
Type: Onlineㅣ Agy: Officer & Gentlemanㅣ

CD: Javi Iñiguez de Onzoño, Alex Katz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18&source=ppt


Challenge: 2019년 7월, 화재로 인한 아마존 열대우림의 삼림파괴율이 278%로 치솟았다. 이번 최악의 화재는 무분별한 불법 벌채가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Solution: 광고 에이전시 AKQA가 여러 NGO들과 손잡고 아마존과 같은 환경보호 지역에서 중장비가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Code of Conscience(양심
의 코드)'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GO, 커뮤니티, 정부 등이 월별로 업데이트하는 UN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의 데이터를 중장비에 설치된 기존 GPS 트래킹 기술과 연결시킴으로써 불법 벌채를 막는다는 원리의 코드로서, 소형 칩의 형태
로 GPS가 장착되지 않은 옛날 중장비 모델들에 적용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는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에서는
브라질 원주민 지도자이자 환경 보호자로 널리 알려진 라오니 메투티레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보호하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Code of
Conscience를 소개한다.

Akqa: Code Of Conscience Type: Flimㅣ Agy: AKQA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900&source=ppt


Challenge: 음료 업계가 매년 배출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1,700만 톤에 달한다. 여러 맥주 브랜드들이 캔맥주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링의 사용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다. 이에 코로나(Corona)가 플
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개발하려고 한다.

Solution: 최대 10개의 캔을 서로 끼워 연결할 수 있는 핏 팩(Fit Pack)을 개발했다. 캔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서로 맞물리게 한 뒤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라 별
도의 장치가 필요치 않다. 게다가 들고 다니기가 간편해 비닐봉지 사용도 줄일 수 있다.

Corona Beer: Fit Pack Type: Direct Maketing ㅣ Agy: Leo Burnett ㅣ CD: Federico Russi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65&source=ppt


Challenge: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이 매년 900만 톤을 넘고 있다. 바다 포유류의 1/3이 바다 쓰레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고, 전세계 해변들이 쓰레기
매립지 수준이 돼가고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Plastic Change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런칭
하려고 한다.

Solution: 여름이면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수영복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이 커버로 등장하는 잡지들이 발행된다. 그런데 과연 요즘 바다가 그렇게 잡지에
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도 아름다울까?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바다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유지할까? Plastic Change는 세계 해양의 날에 'The Plastic
Issue'라는 타이틀로 수영복을 입은 모델이 등장하는 잡지 커버를 공개했다. 언뜻 보기에 다른 수영복 테마 잡지들과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변
에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다가올 미래의 수영복 테마 잡지 커버는 결국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인가? Plastic Change는 환경을 생각해 온라인으로만 잡지 커
버를 공개했고, 캠페인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유저들에게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sults: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Verizon Media의 경우에는 자사 네트워크 전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모델들의 모임인 Model Mafia도 캠페인 확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Plastic Change: The Plastic Issue Type: Outdoorㅣ Agy: Hjaltelin Stahlㅣ CD: Jabali Rav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604&source=ppt


Challenge: 묘목 백만 그루 심기 목표를 달성한 인도 기업 Aditya Birla Group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대기오염을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UN의 주장을
옹호하며 대중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야생동식물과 문화유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FilterTheFuture 캠페인을 런칭했다.
Aditya Birla Group은 환경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네 명의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 대기오염 문제와 가장 우려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 대기오
염 물질을 모아 만든 에어 잉크(Air Ink)로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두려운 미래의 단면을 스케치로 나타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결과, 그들이 그린 것은 방독면,
몸의 반이 뼈가 드러난 호랑이, 검댕 색의 타지마할, 세계 최후의 나무 등이었다. 각각의 스케치에는 '이 그림은 30분(또는 40분)의 대기오염으로 그려졌다'고
적혀 있다.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로 만든 에어 잉크로 그려졌다는 뜻이다.

Aditya Birla Group: #FilterTheFuture Type: Outdoorㅣ Agy: Tonicㅣ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78&source=ppt


Challenge: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어스 아워(Earth Hour)가 예전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한 시간쯤 불을
끄고 지내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핸드폰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제는 전기가 아닌 핸드폰이 필수가 된 세상이
된 것이다. 어스 아워 캠페인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Solution: 러시아인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6시간 29분이라고 한다. 쉴새없이 들어오는 이메일과 알람 때문에 어스 아워가 돼도 진정 중요한 환경
문제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 그래서 WWF는 러시아의 공식 어스 아워 페이지를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소위 '인터넷 디톡스 웹사이트'로 만들었
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해야 사이트의 숨겨진 콘텐츠가 보인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숨겨진 콘텐츠를 볼 수가 없다. 숨겨진 콘텐츠는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보호 활동을 안내한 콘텐츠다. 원리는 간단하다. 구글 크롬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을 때 보여주는 콘텐츠처럼 HTML 문서에
특별 스크립트를 넣었다.

Results: 2,740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웹사이트 트래픽이 5,000%나 상승했다. 약 4만6천만 달러의 언론홍보효과를 기록했다.

WWF: Detox Hour (Earth Hour) Type: Otherㅣ Agy: 24ttlㅣ CD: Peter Farbe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42&source=ppt


Challenge: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 One Earth가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찰리 푸스, 에드 시런 등 최고의 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지구의 날 노래 'Earth'를 제작했다. 지구를 사
랑하는 인간과 동물들에 관한 노래인 'Earth'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번 작업은 배우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가 이끄는 환경단체 The Leonardo DiCaprio Foundation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음원 다운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후변화 방지에 앞장서는
NGO 단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One Earth: Earth Type: Otherㅣ Agy: Cashmere Catㅣ CD: Ricky Babm, Patrick Mos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46&source=ppt


Challenge: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나무다. 그렇지만 삼림파괴로 인해 국가의 상징이 사라지고 있다. NGO 단체 Jouzour Loubnan은 레바논
국민들을 타깃으로 백향목 살리기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레바논 농구 협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레바논에서 가장 인기 높은 농구 라이벌팀 간의 경기가 열리던 날, 경기 시작 전 레바논 국가가 연
주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다. 그런데 경기장 가운데를 장식하는 국기에 백향목이 빠져 오스트리아 국기가 되고, 연주되는 곡마저 오스트리아 국가가 연주됐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관중들을 향해 장내 아나운서는 백향목 없이 생각할 수 없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삼림파괴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관중
들은 큰 박수로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또한, 관중들은 백향목 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캠페인 웹사이트를 안내 받았다.

Lebanese Basketball Federation Jouzour Loubnan: 
No Cedar. No Lebanon.

Type: Outoddrㅣ Agy: Y&R (United Arab Emirates
l CD: Fernando Mirand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05&source=ppt


Challenge: 해양환경보호 단체 Sea Shepherd가 무자비한 바다생물 남획을 비판하고, 대중들을 향해 법적장치가 마련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개인의 식탁에서
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Solution: 인간의 무자비한 어업활동과 남획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고통받는 바다생물 30종의 고통에 시달리는 울음소리를 녹음해 하나로 소리로 합친 뒤 빛
이 나는 동그란 구 속에 담아 바다속으로 실어보냈다.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 내는 소리들이 하나로 합성되어 바다속에 들어갔을 때 매우
기괴하고 으스스한 소리를 자아냈다. 프랑스의 프리 다이버 기욤 네리가 바다로 잠수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를 들었다며 그 소리를 트윗으로 공유
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Results: 수천 명의 SNS 유저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소리를 공유해 화제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Sea Shepherd: Sound Of Sea Type: Outdoorㅣ Agy: TBWA (France) l CD: Sebastien Guinet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94&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