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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 캠페인



Challenge: 스리랑카 최대 도시 콜롬보의 인구 절반이 빈민층이다. 최근 콜롬보 빈민가가 뎅기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국은 뎅기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Solution: 스리랑카 사람들이 온전히 경청하고 순종하는 권위가 딱 하나 있다. 바로 종교다. 빈민가에도 곳곳에서 신전과 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한 콜롬보 보건 당국은 승려들이 읊는 염불기도문에 뎅기열 예방에 관한 메시지를 넣었다. 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하루 두 차례 염불기
도가 방송되는데, 마침 그 시간대가 뎅기열 모기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다. 승려들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이 건넨 메시
지를 염불기도로 읊었다.

Results: 190만 명이 라디오를 통해 메시지를 접했다. 그 결과, 2주 만에 300가구 이상이 뎅기열 모기 서식지를 제거하면서 800명 이상이 뎅기열로부터 생명
을 지킬 수 있었다.

Colombo Municipal Council: Life Chant Type: Outdoorㅣ Agy: Triad (Sri Lanka) l CD: Zeeshan Saligh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526&source=ppt


Challenge: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방식은 수십 년간 제자리다. 거의 대부분이 포스터로 손씻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
였다. 익숙한 것은 무뎌지기 마련. 그러다보니 질병 예방의 중요성도 간과되고 있다.

Solution: 두바이의 대형병원 Medcare Hospitals & Medical Centres가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균에 대해 대중에게 각인시켜줄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
을 찾았다. 두바이가 중동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서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콜레라균, 로타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만든 작품(?)들을 인기 전시회 한켠에 전시했다. 얼핏보면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의 작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병원균이 침
투해 만들어낸 무늬들이다. 작품 소개란에는 병원균 이름을 아티스트 이름으로 적고, 해당 병원균이 일으키는 질병과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Medcare Hospitals & Medical Centres: Infectious Art 

Type: Outdoorㅣ Agy: The Classic Partnership (United Arab Emirates) l CD: Anshuman Bhattacharya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488&source=ppt


Challenge: 자폐증상을 초기에 파악하면 증상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미국 자폐증 협회(National Autism
Association)가 12-24개월 아기들의 자폐 증상을 보호자가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Solution: 'Autism SOS(자폐증 SOS)' 캠페인을 런칭하며, 자폐 초기 증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SOS라는 알파벳에 맞춰 각 증상을 소개했다. 먼저, SOS의
첫 S는 'Social avoidance', 즉 주변 및 세상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예 중의 하나다. 그 다음, O는
'Obsession & repetition'으로, 무언가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반복하는 증상을 말한다. 마지막 S는 부진한 언어 발달을 뜻하는 'Speech delays'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호자들은 자신의 사연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폐에 대해 알아보고, 캠페인 포스터를 다운로
드 받아 SOS에 해당하는 증상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ational Autism Association: Autism SOS Type: Otherㅣ Agy: NEON (United States)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66&source=ppt


Challenge: 영국 심장 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뇌졸중, 혈관성 치매 등 심혈관 질환을 모두 연구하는 기관이지만, 이같은 사실이
대중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Solution: 10살의 영국 소년 미키 피클스(Mickey Pickles)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심혈관 체계에 관해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을 독백형식으로 이야기하는
'Boy'란 영상을 제작했다. 하교길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와 식구들을 지나치며 옷을 갈아입는 과정 내내 미키는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심장병,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지금은 모두 완쾌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미키의 삶도 또래의 씩
씩하고 개구진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힘차게 걸으면서 숨도 차지 않고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정도로 건강하다. 미키는 영상의 마지막에 영국
심장 재단에서 무료 배포중인 야광 포스터를 소개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인체의 심장과 혈관 체계를 알기 쉽게 나타낸 포스터다. 영국 심장 재단
은 'Our research starts with the heart, but it doesn't stop there(연구 활동은 심장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카피문구를 띄우며
캠페인의 취지를 드러낸다.

British Heart Foundation: Boy Type: Otherㅣ Agy: MulleLowe (United Kingdom) l CD: Misha Newby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14&source=ppt


Challenge: 요즘 대기업의 95%와 중소기업의 50%가 이력서상 공백기가 있는 구직자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소프트웨어 ATS를 사용하고 있다. 암을 앓은 후에
구직활동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여간 불리한 일이 아니다. 암환자였던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단체 Cancer@Work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하고자 한다.

Solution: Unstoppable Résumé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했다. 링크드인과 연동되는 이 플랫폼에서 구직자는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체득한 인내, 스트레
스 관리, 유머감각, 동기부여 능력 등 다양한 인생 자산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클릭해 이력서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다. 공백기에 채워진 내용은 흰
색 바탕에 흰색 텍스트로 입력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ATS에는 인식이 되므로 자동 필터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력
서에서부터 탈락되는 불리함을 겪지 않을 수 있다.

Cancer@Work: The Unstoppable Résumé Type: Onlineㅣ Agy: Grey (France) l CD: -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312&source=ppt


Challenge: 세상에는 7,000개의 희귀병이 존재하고, 미국에는 희귀병 환자가 3천만 명에 달한다. 희귀병 환자 돕기 단체인 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가 희귀병의 날을 맞아 대중들을 향해 책임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희귀병 질환자 이웃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
다.

Solution: 켄자스주 엘도라도에 사는 11살의 페이튼은 색소피부건조증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다. 색소피부건조증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드문 질환으로,
소아기부터 일광 노출 시 주근깨, 모세혈관확장 등이 생기고 악성흑색종 등 다양한 피부암이 조기에 속발하는 광과민성 피부질환이다. 그래서 페
이튼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어린 나이에 낮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더위에도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가야 한다. 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는 페이튼의 이웃주민들과 함께 페이튼에게 이웃의 사랑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로 하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낮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페이튼을 위해 동네 주민들이 저녁 시간을 낮으로 만들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해가 진 후 저녁 시간에 나와 수
영장 파티를 열고, 길거리 음식을 만들며, 퍼래이드 공연을 펼쳤다. 페이튼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맘껏 놀고, 맛난 음식도 먹고, 친
구들과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갔다. 이웃 주민들 역시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
스러운 어느 날의 저녁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Results: 단기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동영상 뷰 8만 이상을 기록했고, 몇 주 만에 페이스북 유저 13만 명이 캠페인 영상을 접했다.

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 
Good Morning Peyton

Type: Outdoorㅣ Agy: CDM New York (United States) 
l CD: Stephanie Markell, Dan Cohen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152&source=ppt


Challenge: 일 년에 수천 명이 피부암의 초기 증상인 점을 간과한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암 단체 Lalcec은 피부에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 점에 관심과 주
의를 기울이고 진료를 받아 피부암을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Solution: 사람들이 피부에 생겨난 점은 간과해도 옷에 묻은 얼룩에는 크게 신경 쓴다는 사실에 착안해 유명 패션 브랜드 Key Biscayne과 협력하고, Key
Biscayne 티셔츠에 일부러 작게 얼룩을 묻혀 매장에 진열했다. 피팅룸에서 티셔츠를 착용해본 고객들은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모두 발견을 하
고는 매장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직원이 새 옷을 가져오겠다고 한 사이, 고객은 직원이 뒤집어놓고 간 티셔츠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다. 거기에는 '몸에 난 점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직접 파견을 나간 의료진이 매
장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피부암 검진을 제공했다.

Results: 55만 명 이상이 캠페인을 접했다.

Key Biscayne: Spotted Type: DMㅣ Agy: WPP (Argentina) l CD: Sebastian Esposito, Damian Izquierd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71&source=ppt


Challenge: 항암치료의 부작용 중 하나가 미각이상 증세다. 입맛을 잃어 음식을 거부하거나 잘 먹지 않아 체력이 저하되면 항암치료를 받을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만다.

Solution: 에콰도르 보건부가 사탕 제조사와 합작으로 항암치료 중인 환자들의 입맛을 돋게 해줄 무가당 사탕을 만들었다. 에콰도르 해안지역에서 자라는 야
생 베리들에 함유된 미라쿨린이라고 하는 당단백은 최대 60분 동안 미뢰를 회복시켜 입맛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에 전문의들
의 조언을 기반으로 사탕의 성분들을 결정한 뒤, 동결건조 형태의 사탕 'Savor Saver'를 만들게 됐다. 정부는 생산 단가를 낮춰 Savor Saver를 전국
병원에 무료 배포했다.

Results: 의료 테스트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100% 효과를 나타냈다.

Ecuador Ministry Of Public Health: Savor Saver Type: DMㅣ Agy: WPP (Ecuador)
l CD: Diego Benitez, Danny Marmol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9045&source=ppt


Challenge: 이탈리아의 알츠하이머 재단 AMA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모금활동을 위한 캠페인을 런칭하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은 세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이 시기를 활용해 AMA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Solution: 요즘 유행하는 소위 움짤, GIF 파일은 반복적인 움직임이 폭소를 자아낸다. 하지만 반복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웃음의 소재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바
로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가정들이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기억력 상실로 인해 했던 말을 또하고 또하고 또하기 때문. AMA는 움짤
을 즐기는 세대들을 위해 SNS에 즐겁지만은 않은 움짤을 만들어 올렸다. 'DONATE(기부하세요)'라는 글씨를 흰종이 위에 쓰는 동작이 반복되는 움
짤이다. 사실 기부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힘들게 만든다. AMA는 움짤을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증상
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알리면서, 동시에 이러한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도록 기부를 부탁한다는 메시지
를 전달한 것이다.

Results: 언론을 통해 2백만 명이 캠페인을 접했고 AMA 웹사이트 트래픽이 478%나 급증했다.

AMA: A Gif For Alzheimer Type: Online ㅣ Agy: JWT Milan (Italy) ㅣ CD: Paolo Cesano

자세히보기

http://insight.ottomonitor.com/view_detail.html?creative_no=64824&source=ppt


Challenge: 호주는 피부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일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을 맞이하는 호주에서는 해변이나 수영장을 찾는 사람
들이 많아지면서 피부암 위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암예방 홍보 단체인 Cancer Council Queensland는 피부암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동시
에 단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호주사람들은 북반구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누가누가 더 촌스럽고 못생긴 스웨터를 입나를 겨루는 어글리 크리스마스 스웨터(ugly Xmas sweater)
파티를 부러워한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더운 호주에서는 즐길 수 없는 문화다. 이에 Cancer Council은 '어글리 크리스마스 래시가드(ugly Xmas
rashie)'를 만들었다. 어글리 크리스마스 스웨터 디자인의 래시가드로, 그렇게 따라해보고 싶은 북반구의 재미난 전통도 패러디함으로써 호주 특유
의 유머감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피부도 보호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다. 온라인에서 독점 판매해 수익금을 피부암 예방에
사용한다.

Results: 제품 런칭 이틀만에 품절되면서 21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00만 달러의 PR 효과를 기록했고, Cancer Council은 새로운 고정 수익 채널을 확보하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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