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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자극하는 캠페인



Challenge: 201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1,400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했다. 2018년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의 81%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몰리, 코카인 등 마약류와 자낙스 같은 위조의약품에서 펜타닐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펜타닐이 비단 약물중독자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Solution: 파티를 즐기던 평범한 여학생이 무심코 건네받은 무언가를 먹고는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시커먼 죽음의 사신이 내민 유혹의 손길인지 몰랐던 가엾
은 학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았다. 밴쿠버 경찰국(The Vancouver Police Department)이 공개한 캠페인 영상은 건강과 죽음에 대해 아
직은 생각하지 않을 나이인 10대 청소년들은 특히 약물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별다른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복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
처나 성분을 모르는 약물을 먹는다는 건 목숨을 건 내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한다.

Vancouver Police Department: Flirting With Death Type: Otherㅣ Agy: Taxi (Canada) l CD: Jay Gundzik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08&source=ppt


Challenge: 미총기협회(NRA)는정치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건네며 총기규제 법안의 통과를 막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
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에 대한 똑같은 논쟁만 일어나다 말다를 반복할 뿐이다. 대다수의 미국인이 총기규제를 찬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NRA 로비 때문에 총기규제 법안 마련은 늘 좌절되고 있다. 그러다 가장 최근 발생한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생존자들이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생존자들은 March For Our Lives라는 캠페인을 결성하며 항쟁을 시작했다. 이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총기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March For Our Lives의 심볼을 만들고자 한다.

Solution: 무고한 학생들의 목숨이 정치인들이 NRA로부터 돈을 받는 댓가가 된 것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다. 이같은 사실에 착안해 학생 한 명의 목숨의 가치
를 산출한 뒤, 그 결과치를 물건 가격표의 형태로 만들었다. NRA의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총 학생 수로 나눠 그 결과 학생 한 명의 목숨값
이 1.05 달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손목에 찰 수 있는 형태의 가격표로 만들어 궐기대회에 나온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March For Our
Lives는 캠페인 운동의 확산을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소개하며, 1.05 달러씩을 기부해 목숨을 다시 되찾자고 했다.

Results: 826개 매체가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캠페인 노출 횟수가 22억을 기록했다.

March For Our Lives: Price On Our Lives Type: DMㅣ Agy: McCann (United States) l CD: William Montgomer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82&source=ppt


Challenge: 브라질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세계 최고다. 10만명에 30.5명꼴로 살해를 당한다. 폭력은 일상화가 돼가고 있다. 브라질의 일간지 Estadão는 정치인
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Solution: 요즘 전세계적으로 죽기 전에 할 일 100가지, 죽기 전에 가볼 장소 100곳 등등을 소개한 글이나 책자가 유행이다. 여기에 착안해 브라질에서 죽기
전에 할 100가지란 책을 출간했다. 브라질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을 소개한 책인가 하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책에는 평범한 브라질 사\
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기 전 하고 있던 평범한 일과 10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Estadão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가령, 리우드
자네이루의 어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가족이 식사를 하다 어린 자녀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출근길 여성을 전남친이 살해한 사건 등
이다. Estadão는 강력한 법안과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정치인들에게 보냈다.

Estadão: 100 Things To Do In Brazil 
Before You Die

Type: Otherㅣ Agy: FCB (Brazil) l CD: Marco Monteiro, Andre Pallu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65&source=ppt


Challenge: 인도 농촌지역에서는 매년 농민이 번개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6년 6월에만 93명이 낙뢰에 목숨을 잃었다. 피뢰침의 부
재가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Solution: 인도의 농업 관수 시설 제조사인 Varuna Pumps가 논밭에서 새를 쫓는 허수아비에 착안해 번개 쫓는 허수아비를 제작했다. 번개 쫓는 허수아비란
피뢰침이다.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면 방전되는 원리를 적용해 피뢰침을 논밭 한가운데 땅에 닿도록 설치해 낙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적
인 면까지 고려해 농민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마치 조각상을 보는 듯하다다.

Results: 허수아비 피뢰침 도입 이후 번개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Varuna Pumps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프로젝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Varuna Pumps: Life Saving Scarecrow Type: Outdoorㅣ Agy: Y&R (United Arab Emirates) l CD: Kalpesh Patankar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948&source=ppt


Challenge: 산불이 우려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주민의 69%는 산불 발생시 대처방안을 갖고 있지만, 생존
률을 더 높이려면 대처 방안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뉴사우스웨일즈 시골 지역의 소방국인 NSW RFS가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
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Solution: 15초, 30초, 60초 및 75초 분량으로 제작된 캠페인 영상들은 화마가 집어삼키고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탈출해야만 하는 몇몇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남겨진 것들을 걱정하느라 가족간에 갈등을 빚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생겼을 때 당황하는 모습들을 통해
평소 디테일한 산불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한없이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과 감정을 실감나게 보여줌으
로써 시청자의 감성에 호소한다. 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에서는주민들의 현재 산불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나아가 보안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NSW RFS: How Fireproof Is Your Plan? Type: Otherㅣ Agy: J. Walter Thompson () l CD: Simon Cox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48&source=ppt


Challenge: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리얼푸드(real food)라고 한다. 마요네즈 브랜드 Hellmann's이 캐나다 소비자
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리얼푸드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Hellmann's에서 추진중인 Real Food Movement(리얼푸드 무
브먼트) 캠페인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관중석이 가득 들어찬 축구 경기장에 Hellmann's 옷을 입은 직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나눠줬다. 기쁘게 받아들고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관
중들은 잠시후 하프타임에 전광판을 보고 적잖이 놀라고 만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다. 매년 캐나다인 4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축구 경기
장에 가득 들어찬 관중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일 분 마다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Hellmann's는 이틀전에 토론토 지역의 식료품점에서 판
매하고 남은 식자재들을 거둬 방금 관중들이 먹은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관중들은 순간 충격을 받지만, 먹은 음식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
히려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고 만다. 그리고, 매년 5만 끼의 식사를 빈곤층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Hellmann's의 목
표에 박수로 화답했다.

Hellmann's: Real Food Rescue Type: DMㅣ Agy: Ogilvy & Mather (Canada) l CD: Amy Fernandes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21&source=ppt


Challenge: 교통사고 사망자 부모들의 모임인 Parents of Child Road Victims가 운전중 문자 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런칭한다.

Solution: 운전중 문자 작성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를 직접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Parents of Child Road Victims가 특별한 사이
트를 개설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90km를 움직인다면, 핸드폰 문자 하나를 입력하는 데 19.75미터를 눈을 감고 이동하는 것과 같
다.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달린다면 문자 하나를 타이핑하는 데 395미터를 이동하는 셈이다. 문자는 이보다 훨씬 길게 입력하게 된다. 즉, 거의
1킬로미터를 제대로 전방 주시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에 개설된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방문자들이 직접 문자 메시지
를 작성하고, 자신이 몇 미터나 이동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영상은 특정 도로 구간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본 적이 있는 운전자
들에게 실제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작성했을 때 차로 이동한 거리 만큼을 직접 걷게 함으로써 문자를 보내느라 얼마나 먼 거리를 위험천만하게 운
전을 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Ovk: Blind Meters Type: Otherㅣ Agy: Happiness (Belguim) l CD: Geoffrey Hantso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8818&source=ppt


Challenge: 2014년은 스웨덴에서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다. 그리고 사고의 대부분은 중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유는? 바로 음주 후 수영
때문이다. 스웨덴의 보험사 Trygg-Hansa는 익사 사고가 가장 빈번한 여름철을 앞두고 음주 후 수영 금지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수영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세계 챔피언 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금은 중년들로 구성된 이 팀은 우승 후 술을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전통이 있다. 물론 음주 후 수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캠페인을 위해 이들은 술을 마신 뒤 전문 다이버와 구조대원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수영장으로 모두 직행했다. 결과는? 수영 선수인 이들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 Trygg-Hansa는 그 과정
과 결과를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알콜 음료 브랜드들과 바(bar), 레스토랑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Don't Drink and Dive‘
라는 캠페인 슬로건 스티커를 술병에 붙여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Results: 캠페인 기간 동안 남성들의 익사율이 39% 감소했다. 전세계 25개국에서 300여 개의 기사로 캠페인이 소개되며 2억5천 만 여 명이 캠페인을 접했다.

Trygg-Hansa: Dont Drink & Dive Type: Online ㅣ Agy: Prime, Folke Film (Sweden) ㅣ CD: Patrik Beskow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119&source=ppt


Challenge: 소셜미디어 열풍이 가져다주는 역효과 중 우리가 몰랐던 것 한 가지는 실시간으로 올리는 포스팅이 집안에 도둑을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관람 중 찍어 올린 사진을 보고 강도들은 집주인이 집을 비웠음을 알고 침입하고 있다. Allstate 보험사는 이러한 부주의한 소셜미디어 습관
이 집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택보험 상품을 홍보하고자 한다.

Solution: 어느 커플이 미국 대학 미식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사이 Allstate가 도둑을 그 집에 몰래 들여보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모두 꺼집어내 비싼 물
건에서부터 자잘한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가격표를 붙여 놓고는 실시간 영상으로 온라인과 미식 축구 경기장 내 스크린을 통해 도둑이 물건을 파는
모습을 공개했다. 즉석에서 온라인 경매를 통해 물건들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게 된 집주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도
경기보다 재미있는 이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Results: 트랜딩 토픽 1위를 차지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 예상치의 8배를 기록하면서 주택보험 상품 판매율이 18%가 상승했다.

Allstate: Social Media Savvy Burglar Type: Online ㅣ Agy: Leo Burnett Chicago (United States) ㅣ CD: Mikal Pittma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983&source=ppt


Challenge: 5월3일 세계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파라과이의 신문인 5Días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일반 대중들에게도 중요하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olution: 5월3일 이전에 신문의 특별판을 제작해 배포했다. 신문의 1면이 마치 검열을 당했을 때처럼 글씨와 사진들이 흐릿흐릿하다. 그리고 '이것은 인쇄
오류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적어놓았다.

Results: 소셜미디어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5Días: Censored Newspaper Type: DM ㅣ Agy: Ayo (Paraguay) ㅣ CD: Leo Gavilán,Manuel Roló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3640&source=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