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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2020

“미래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예측 가능하다.”

미국의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팝콘의 말처럼,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어

미래를 읽는 것이다.

2020년, 트렌드 속으로 들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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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쥐띠 해가 다가온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

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세분

화되고,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매출 1위 자전거 회사 <자이언

트>의 창업자 류진바오는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변화다’라

고 말했다.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 일상 속의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세터가 꼽은 2020년 소비트렌드는 MIGHTY MICE

다.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을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복수의 소비자 · 시민이 함

께 힘을 합쳐 극복해나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위기를 극복하는 용감한 히어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19년 소비트렌드 회고와 함께 2020년 MIGHTY 

MICE 키워드를 소개한다.

2019 소비트렌드 ‘PIGGY DREAM’ 회고

2019년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원자화 · 세분화되는 소비자들이 시대

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콘셉트을 찾아나가는 여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했던 ‘콘셉을 

연출하라’는 자신의 경험을 인증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셉을 연출하려는 콘셉

팅 현상으로 이어졌다. 세포 단위로 분화되는 유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포마켓’

은 1인 미디어의 대중화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성장속도 만큼이나 

소비자와의 신뢰회복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

드 중 ‘요즘옛날, 뉴트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키워드다. 뉴트로는 기성세대

에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불완전한 매력으

로 신선함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뉴트로 트렌드는 전 세대에게 환영받는 소비현상

이 될 전망이다. 환경이슈를 제기했던 ‘필환경시대’는 플라스틱 프리운동, 제로웨

이스트 등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특히 친환경 패키징이 배송의 새로운 기준이 되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는 다

양한 감정대행 콘텐츠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나 보다 더 내 감정을 

잘 아는 감정기술의 발달로 이어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가공기술의 중요성을 지적

한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데이터를 통한 유통의 혁신과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에도 중요성이 작지 않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할수록 오프

라인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임을 예측했던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의 경

우 뉴트로 트렌드와 맞물려 오래된 공간을 재탄생 시키는 재생건축이 증가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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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는 용감한 히어로, 마이티 마우스들

2019 소비트렌드 회고 및 2020 전망

글_최지혜 /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소비자학 박사

1  참고문헌  트렌드코리아 2020

김난도, 최지혜 외 7명 공저 ©미래의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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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또한 다양한 팝업 공간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라

인 체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세

대가 이루는 새로운 가족 ‘밀레니얼 가족’은 HMR시장의 성장과 삼신가전 트

렌드를 이끄는 주역이었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세

상 ‘나나랜드’는 타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고정관

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매너 있는 소비자의 필요성을 역

설했던 ‘매너소비자’는 다양한 업계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갑질을 예

방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2020 소비트렌드 전망: MIGHTY MICE

1. Me and Myselves 멀티 페르소나

현대인의 다중정체성을 주목하라. 다양한 상황과 SNS 매체에 따라 서로 다

른 정체성을 그때그때 만들어나간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자아를 복

수의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 

개념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다른 키워드들뿐만 아니라 양면적 소비 행

태, 취향 정체성의 추구, 젠더프리 트렌드, 디지털 허언증의 확산 등 매우 다

양한 소비트렌드의 동인을 파악할 수 있는 만능키다. 이제 고객에 대한 명확

한 페르소나를 맥락에 맞춰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다.

2. 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Fit Economy’ 라스트핏 이

코노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는 경제를 ‘라스트핏 

이코노미’라고 명명한다. 라스트핏은 고객의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한 배송으

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핏’,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까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의 라스트핏’, 구매와 경험의 대

미를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핏’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과 접촉하는 마

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이다.

3.  Goodness and Fairness 페어 플레이어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막내라도 자

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가사 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

하게 분배돼야 하고, 학생들은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을 선호한다. 구매를 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한다. 젊은 세대는 다양한 매체와 소비를 통해 공평성 · 

선함 · 효능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

는 세대가 일어서고 있다. 조직 관리와 CSR 활동에 커다란 방향 전환이 시급

해졌다.

4.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스트리밍 라이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삶의 방식이 바뀐다. 스트리밍이란 네트워크

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로,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

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현대인은 스트리밍하듯 가볍

게 옮겨 다니며 경험 · 공간 · 상품 · 선택권을 초단기로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

한다. 욕망은 부풀었는데 충족할 자원은 부족한 젊은이들은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유목민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러한 경험채집자 소비자

의 요구에 맞추려면, 세분화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의 ‘구매 여정’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5. Technology of Hyper-personalization 초개인화 기술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사물인식 · 5G 등등 최첨단 기술이 지향하는 종착지는 

어디일까? 결국 ‘나에게,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달라’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

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한다. 초개인화 

기술은 개별 상황까지 세분화해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패턴을 통해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장은 0.1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6. You’re with Us, ‘Fansumer’ 팬슈머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가 직접 투자

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다. 상품의 생

애주기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동시에 간

섭과 견제도 하는 새로운 소비자들을 팬슈머(fansumer)라고 명명한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는 부족하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팬슈머의 시장에서 소비

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7.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생존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

하다.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하고 과당 경쟁으로 제품 간의 차별점을 찾기 어

려워진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하면서 표준화된 대중(mass)

시장적 접근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특화는 차별화의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핀셋처럼 고객 특성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고객 니즈를 찾아내며, 컴퍼스처럼 상권을 구분하라. 이제 니치

(niche)한 것이 리치(rich)한 것이 된다.

8.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오팔세대

‘오팔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층을 주목하다. 오팔(OPAL)은 ‘활기찬 인

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이며, 이들

이 뽐내는 다채로운 색깔이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는 오팔의 색을 닮았다

는 의미를 담았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신중년 소비자들은 다

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신들만의 콘텐

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과 신기술을 젊은이

들만큼이나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오팔세대는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9. Convenience as a Premium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함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지

만 늘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이제 사소한 일을 부탁할 공동체와의 유

대마저 약해졌다. 한편,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가운데 수시로 노동을 제공하

고 싶어하는 ‘가교형 노동자’들은 늘고 있다. 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앱 경

제가 발달하면서, 편리미엄은 필연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고객의 사소한 불

편함에 기회는 존재한다.

10. Elevate Yourself 업글인간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 

‘업글인간’이 나타났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삶 

전체의 커리어를 관리해나감으로써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는

다. 업글인간 트렌드는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생과 경력 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결과다. 삶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업글인

간의 등장으로 경험경제가 변화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행복이 재미

와 의미 사이의 균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4

3

2  보안이 복잡한 고층빌딩 사무실에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의 배달로봇 딜리타워 

 ©우아한 형제들

3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로 보내는 오팔세대 ©PIXABAY

4  바쁜 일상에서 책 한권을 30분가량 요약해 읽어주는 밀리의 서재의 리딩북 서비스 ©밀리의 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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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과연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019년이 지속가

능성이란 화두로 고객과 브랜드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한 해였

다면 2020년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며 다양한 

소비자를 포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런던에 본사를 둔 트렌드 컨설팅사 스

타일러스(Stylus.com)는 변화하는 소비자 마인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

로 주요 산업의 트렌드와 브랜드의 역할에 대한 7개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번아웃 극복하기 (Beyond Burnout)

2019년 5월 세계건강기구(WHO)는 번아웃을 질병의 하나로 추가했다. 드

디어 번아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

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 곳곳에서는 명상, 힐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패를 축하하기, 느리게 살기 등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

동이 부상하고 있다. 한 예로 런던의 한 힐링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게 도우며 ‘실패하는 방법’이나 ‘완벽한 삶에서 도

망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의 책을 추천한다. 이같이 앞으로 브랜드

에서는 지친 소비자들의 힐링을 위해 보다 심플하면서도 천천히 즐기는 제품

과 서비스를 구상해보면 좋을 것이다.

2. 전통 방식을 현대화하기 (Modernizing Nostalgic Practices)

그동안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로 하여금 미의 기준을 친환경이라는 렌즈를 통

해 바라보도록 한 지속가능성이란 트렌드는 앞으로 물이 필요 없는 비누나 

우유 배달원의 빈 병 수거 시스템 같이 더 단순하고, 실용적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28%는 스킨케어 루틴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소비 자체는 줄이면서 더 세심하게 설계된 복합 

기능 제품인 프랑스의 Ho Karan의 세안, 바디워시, 샴푸의 3가지 기능이 

합쳐진 3-In-One 형태 샤워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로 인해 먼 나라에서 온 전통 비법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미

국의 웰니스 클럽인 The Well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결합한 스파 서비스

를 제안하며, 미국 스킨케어 브랜드 Codex는 인도와 파타고니아에서 자란 

허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등 전통과 과학이 현대적으로 결합하

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헤리티지 재해석하기 (Reinventing Heritage)

디지털이 키운 Z세대들이 전통적인 리테일을 외면함에 따라 시어즈, 바니스

뉴욕, 페이리스 등 미국의 많은 유통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기업

에 매각되었다. 이들 Z세대에게는 상품만 예쁘게 진열해서 구입을 유도하는 

‘매장’보다는 브랜드의 전통과 문화적 카리스마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

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에 따라 이미 ‘빈티지’라는 용어는 더 모던한 

느낌과 전문가적인 관점을 담은 ‘아카이빙(Archiving)’이라는 단어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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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치환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2004년 폐간된 영국의 컬트 잡지인 The 

Face의 재창간 소식이나 패션 액세서리 제품을 마치 예술품과 같이 전시하

며 전문 컨설턴트가 판매하는 베이징의 럭셔리 리셀링 샵 Musee가 그 예가 

될 것이다.

4.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하기(Luxury Leading Via Values)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며 과감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패션 브랜드가 눈에 띈다. 그 예로, 뚜

렷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활동하는 스텔라 매카트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

응을 촉구하는 단체와 함께 친환경 컬렉션을 선보였고, 구찌는 최초의 탄소 

중립(Carbon Neutral) 패션쇼를 개최하며 세트에 사용된 자재를 매장에서 

재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찌와 입생로랑을 보유한 케어링 그룹은 

G7 정상회담에 150여 브랜드가 참여하여 기후 변화를 막자는 조약을 제안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브랜

드의 활동이 활발하게 보여질 전망이다. 

5. 다양한 식단 제안하기 (The Post-Diet Era)

2020년에는 개인의 가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

의 식문화가 주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회적 유행이나 전

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강요되었던 식단은 이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접목되고 있다. 즉 강박적인 채식주의나 엄격한 저탄수

화물 고지방(Keto)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적절히 고기를 섞어 

먹는 혼합 채식주의로 변형되거나, 더티 케토(Dirty Keto)와 같이 보통의 의

지를 가진 개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식단으로 제안된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Z세대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면서, 이국적인 

음식 문화와 향신료, 풍미가 일상화되고 다양해지는 것이 F&B시장의 특징

이다. 이와 함께 탄소발자국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물

의 총량을 계산하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란 개념이 부상하면서 윤

리와 환경을 의식하며 소비하는 모습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먹거리가 개인의 가치나 정체성, 심지어 윤리적 상징의 역할을 하면

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넘어 새로운 식문화를 제안하는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언더 투어리즘 기회잡기 (The Undertourism Opportunity)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여행 열풍은 아이러니하게 관광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다. 여행객의 급증으로 인해 유명 관광지는 혼잡해지고 집세도 크게 

오르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심각해지며 여행객과 현지 주민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데, 베니스 중심부에  크루즈의 입항을 금지하

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이와 함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 보다 기차나 버스를 타거나 천천히 걷는 것이 더 

매력적인 여행 수단이 되면서 언더투어리즘(Undertourism)이 의미있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즉 그동안 인스타그램용으로 인증샷 찍기에 바빴던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공간을 탐방하며, 문화적 편견에 맞서는 여행에 

더 열광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 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7. 탈진실 사회 속에 합리적 판단하기 (The Post-Truth Economy)

미국의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글로벌 기후 변화와 확산되는 포퓰리즘으로 인

해 2020년 미디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진실과 거짓

의 경계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무너지고 있는 탈진실(Post-Truth) 사회 

속에,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견해나 국가관, 심지어 일관된 신념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해 보인다. 즉, 인터넷을 떠도는 가짜 뉴스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 영상(Deep 

Fake)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31

1  베이징에 위치한 Musee 플래그십 스토어 ©ARCHINECT

2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요청에 따라 케어링그룹이 주도한 32개 

회사 150여 개의 브랜드들의 협의 조약, 패션 팩트(Fashion Pact) 
©QUARTZY

3  환경보호를 위해 대체식품을 만드는 오션허거푸드의 생토마토 참치초밥 
©OCEAN HUGGE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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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주도할 밀레니얼-Z세대의 트렌드

글_이재흔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 연구원

90년생, MZ세대가 즐기는 것이 결국 주류가 된다

최근 인사, 유통, 뷰티, 패션, F&B 등 업계와 분야를 막론하고 90년생으로 대표되는 밀레니

얼 세대와 Z세대 (이하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0년부터 10년 간 MZ세대를 연구해

온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도 변화를 체감한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MZ세

대가 만들어내는 문화현상들은 ‘하위문화’로 여겨졌고, 기업들도 구매력이 부족한 이들을 ‘미

래 고객’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MZ세대가 사고 먹고 즐기는 것이 1년 이내 시장

의 주류가 된다. 2020년, MZ세대는 한국 경제활동 인구의 44.6% 를 차지하고, X세대를 뛰

어넘는 구매력을 향후 15년 간 유지할 것 으로 점쳐진다. 이런 MZ세대 바꿔갈 예측 불가능한 

2020년을 조금이라도 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11번째 트렌드 분석

서,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을 주도할 MZ세대의 트렌드

를 정리해보았다.

2020년을 주도할 밀레니얼-Z세대의 트렌드

2020년의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양해야 할 시각이 있다. 바로 이들이 추구하는 ‘개인

주의’를 곧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MEMEME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주의 성향

이 강하고 집단 의식이 약한 MZ세대가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하

지만 MZ세대는 나름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맺는 방법을 찾아왔으며, 최근에는 함께 뭉쳐 시

너지를 내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MZ세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

반 녹아 있다. 

다만추 세대 [다양한 삶을+만나는 것을+추구하는+세대]

: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MZ세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바탕에는 다른 삶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다. 최근 MZ세대는 

‘다른 이의 삶’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유튜브의 브이로그(Vlog)를 통해 직장인의 일상부터 귀

농인의 하루, 힘든 투병생활까지 다양한 삶의 면면을 엿본다.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

하는 ‘다만추 세대’ 인 이들은 브이로그, 인스타툰, 독립출판 등 개인의 삶을 담은 콘텐츠를 보

고 타인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배워간다.

이런 분위기 속 직업관, 가족관도 달라지고 있다. MZ세대는 직업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N잡러를 꿈꾼다. 또 이성과의 결혼이 아닌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는 것도 괜찮다고(밀레니얼 세대 43.5%, Z세대 53.5%)  생각하

며 ‘분자 가족’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꿈꾼다. ‘다만추 세대’인 이들에게 정답인 길은 

없다. 대학을 가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꾸리는 것과 같이 과거엔 정도(正道)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졌던 모든 가치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선취력 [先(먼저) · 善(착할)+취하는+능력]: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끌어내다.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MZ세대의 가치관에 맞춰 ‘연대’의 모습도 달라졌[Base : 전국 만 15~34세 남녀, n=400, 단위%, 긍정응답률]

밀레니얼 세대
만 25세~34세

(n=200)

Z세대
만 15세~24세

(n=200)

43.5

53.5

밀레니얼-Z세대 결혼관

결혼이 아닌 취향 ·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가족을 이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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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것이 과거의 연대라면, 오늘

날 MZ세대의 연대는 ‘우리가 남임’을 인정하는 연대다. ‘오이’를 싫어하면서도 

‘피클’은 좋아할 수 있듯,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유연하게 연대한다. 

이런 MZ세대의 사회 참여는 ‘개인 중심’이다.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성

금은 한 달도 되지 않아 470억 원을 기록했는데, 단체의 기부보다 아픔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기부가 눈에 띄었다. 또, 결식아동에게 돈을 받지 않겠

다고 선언한 ‘진짜 파스타’를 보고 개인들이 놀이처럼 ‘먹어서 혼내주자’고 

댓글을 달고 방문하던 것이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번지기도 한다. 개개인이 

공감하는 가치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MZ세대의 연대는 유연하고 말랑하

지만, 그 힘은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낼 정도로 강력하다. 1g의 작은 참여가 

모여 사회 변화를 만드는 모습에서 MZ세대의 강한 ‘선취력’과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후렌드 [Who(누구)+Friend{친구(가 되다)}]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

MZ세대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들은 끈끈한 관계 보다 실시간으로 맺고 끊을 

수 있는 휘발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이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스

타그램 스토리’다. 게시글을 올리면 24시간 뒤 사라지는 부담 없는 소통방식

에 MZ세대는 열광했다. 실제 MZ세대의 55.2%가 인스타그램 피드보다 스

토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가벼워진 만큼 MZ

세대는 익명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도 거리낌이 없다. 바로 ‘후렌드’의 등

장이다. 이들은 익명의 누군가와 같은 행동에 도전한 것을 인증하며 노는 ‘인

싸 챌린지’를 즐기고, 연락처가 없어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폰의 ‘에

어드롭’을 이용해 공감할 수 있는 웃긴 짤방을 서로에게 보내며 관계의 영역을 

확장해간다. 

과거 친구는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거나 서로를 잘 아는 관계를 의미했다. 그

러나 MZ세대는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도 친구(밀레니얼 세대 41.5%, Z

세대 50.5%)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소

통만으로 얼마든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다(밀레니얼 세대 41.5%, Z세대 

47.0%) 고 여긴다. MZ세대는 함께 키득될 수 있는 코드 하나면 누구와도 

친구가 된다.

판플레이 [판(놀거리의 집합)+Play(놀다)]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놀다.

‘후렌드’를 맺는데 익숙한 MZ세대는 함께 뭉쳐 판을 벌리고 노는 것에도 능숙

하다. 인싸력을 뽐내면 영화를 7천 원에 볼 수 있다는 CGV의 만우절 이벤트

에 인간 지네를 만들고, 중고나라의 ‘이색 매물 대회’에서는 온갖 창의력을 동

원해 드립을 친다.

MZ세대는 열려 있는 판에 참여하는 것 말고도 자신들이 가장 잘 놀 수 있는 

판을 직접 열기도 한다. 2019년 영화 <알라딘>의 흥겨운 음악과 춤에 매력

을 느낀 MZ세대는 함께 춤을 추며 영화를 즐기고 싶다며 ‘댄스어롱(Dance 

Along)’ 상영을 요구했고, CGV는 실제 댄스어롱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MZ

세대가 세상에 없던 영화 관람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열린 판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한데 뭉쳐 자신들이 놀 판을 직접 열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MZ세

대의 놀이 문화를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판플레이’로 정의했다.

클라우드 소비 [Cloud(제약 없이 어디서나 연결된)+소비] 

: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다

X세대를 뛰어넘는 구매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동시에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상반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는 자신이 소유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안다. 이들에게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매력적이지 않다. 

MZ세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며 얻는 ‘밸런스 익선’을 추구하며, ‘소유’에서 덜

어낸 부분을 ‘공유’로 채운다. 이런 MZ세대의 소비를 ‘클라우드 소비’라 정의했다. 

MZ세대는 집의 평수를 늘리는 대신 자신의 짐을 ‘셀프 스토리지’ 에 맡기고, 자동

차와 자전거를 구매하는 대신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이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해결한다.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 

공유 서비스 ‘미소’, 세탁 대행 서비스 ‘세탁특공대’까지 다양하다.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나누는 MZ세대의 소비의 모습은 마치 품앗이를 

연상케 한다.

2020년, MZ세대의 유연하고 말랑한 슬라임 연대에 주목하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혼밥을 하고 혼행(혼자 여행)을 떠나는 등 ‘1인분의 삶’을 즐기는 

MZ세대의 모습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에는 관태기(관계+권태기)

를 극복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꾸리고 연대하기 시작한 MZ세대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MZ세대를 관통할 다섯 가지 키워드에서도 개인의 파편화된 가치를 존중하

며 새로운 연대의 틀을 다지고(다만추 세대), 개인 중심으로 유연하게 연대하며 변화

를 이끌어내는 함께의 힘을 체감하고(선취력), 익명의 누군가와도 서슴없는 유대를 맺

고(후렌드), 자발적으로 뭉쳐 새로운 판을 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판플레이), 4

차 산업 혁명 시대의 품앗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찾는(클라우드 소비) 모습을 

통해 함께 뭉쳐 시너지를 내는 MZ세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함께 연대하는 MZ세대는 강력한 파급력을 갖췄다. 2020년에는 개인의 파편화된 가

치를 존중하며 마치 ‘슬라임’처럼 유연하고 말랑한 연대를 맺는 이들의 모습을 존중하

고 주목해야하겠다.  

3  영화를 7천원에 볼 수 있는 CGV 만우절 기념 이벤트 인간지네 ©CGV

1  EBS 연습생 펭수의 병뚜껑 따기 챌린지 ©EBS 2  CGV 용산 아이파크몰 4DX관 알라딘 댄스어롱 상영회 오픈 ©4DXKOREA

1 2

3

*당지 263호에 게재된 칼럼 “Z세대에게 다가서기(필자 이주형)”에서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출간한 《트렌드 MZ 2019》

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2020년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직접 전하는 원고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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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날,
광고의 힘을 새롭게 돌아보다. 
인터뷰_박윤진 CⓔM / 컨텐츠2팀 

매년 11월 11일은 광고인들을 위한 축제라 할 수 있는 ‘광고의 날’이다. 올해 

새롭게 부활한 제46회 광고의 날을 맞아 기념 캠페인에 참여한 박윤진CⓔM

에게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번 기회를 통해 새삼 짚어보게 된 광고의 가

치에 관해 물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홍기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통합캠페인본부 컨텐츠2팀C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홍기획에서 대

리와 차장 시절을 보낸 후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재입

사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에 롯데그룹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

행했고 최근에는 동인비 등의 뷰티 브랜드와 번개장터, 하이마트 등의 광고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광고의 날’이었습니다. 비광고인들을 위해 ‘광고의 날’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광고의 날은 광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1973년에 선포,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캠페인입니다. 광고의 생

일날이라고 보면 될까요? 매년 여러 광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광고의 가치

를 전하는 광고물을 제작해왔고, 2000년부터는 일반인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미를 더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 등의 

상황으로 인해 2015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시행된 광고의 날 기념 광고 제작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반가웠죠. 광고의 날 행사가 재개된다는 얘기를 들은 후 좀 진부하지만, 

긴 마라톤을 달리던 주자가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일어나 달

리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달리는 주자를 향해 힘찬 박수

를 보내는 심정으로 이번 광고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의 날에 제작하신 카피라이팅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품이라고 하시니 부끄럽네요. ‘다시 광고에 힘을’이 제가 받은 주제였어

요. 해당 주제를 가지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안, 감성적인 안, 개인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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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담긴 안 세 가지를 준비했고 그 중 가장 정답에 가까운 안이 선택되었

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웃음).

작업을 하면서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 광고의 힘에 관해 찬찬히 다시 생

각해봤어요. 광고는 저에게는 업이자 비즈니스와 창작, 그 언저리에 있는 

묘한 매력을 가진 대상인데요. 그러한 광고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

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기처럼 떠다니는 광고 콘텐츠는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지, 우리 생에 광고는 어떤 의미이며 삶의 어떤 순간에 가장 가치 있을

지, 만일 하루아침에 광고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 각도에서 광

고에 관해 생각해보며 카피를 썼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CD님 스스로도 광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을 거 같

습니다. CD님에게 광고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광고를 정말 좋아했어요. 20살부터 카피라이터를 꿈꿨는

데, 28살이 되어서야 그 꿈을 이뤘죠. 친구들도 ‘그렇게 카피라이터가 하고 

싶다더니 결국 해냈구나!’라면서 신기해했어요. 대학 때는 도서관에서 몇 안 

되는 광고 관련 서적을 다 찾아 읽었고, 특히 여러 광고 회사 사보들을 탐독

하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진짜 광고인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

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카피 베이스 CD로 오랫동안 일하셨고 부산광고제 심사위원을 맡으신 바도 

있는데요. 베테랑 광고인으로서 좋은 카피, 좋은 광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좋은 사진의 기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작품

을 처음 봤을 때 ‘아!’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광고도 봤을 때 ‘좋

다!’라는 느낌이 들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게 좋은 광고 아닐까요.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광고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생명력도 길죠. 파이터처럼 여

러 차례의 리뷰를 통과하고 결국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힘

이 좋은 쪽으로 향하는 걸 지향합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라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

려고 노력해요. 

 광고인으로서 안고 있는 고민이나 화두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전국, 아니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앞다투어 끼를 펼치고 있어서 광고

가 치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해결해야 할 솔루션이나 꼭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라 여

러모로 자유로운데, 저희는 양 어깨에 산적한 과제를 얹고 소비자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야 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진행하신 캠페인 중 이러한 고민에 대한 생각을 잘 풀어낸 사례가 있으신가

요? 최근 하신 작업 중 만족스러웠던 캠페인에 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번개장터라는 앱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5대 대형 광고회사가 각축을 

벌였는데 저희 팀에게 와준 고마운 브랜드예요. 일단 스킵 방지를 위해 모

델이 화자에게 직접 얘기하듯이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지루하지 않도록 음악을 제작하고 사운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30초 광고에 30착장 이상의 옷을 준비해 거의 씬

마다 다른 옷을 입히기도 했고요. 디지털 소재도 10편 제작했는데요. 메인 

광고가 브랜딩 위주라면, 디지털 소재는 즉각적인 행동 유발을 하도록 타깃

에 맞춘 다른 소재, 재미 위주의 광고로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날을 기념하여 세상의 모든 광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드릴 주제는 아닌 것 같고(웃음), 그냥 밥 잘 먹

고 햇살 좋은 날에는 산책도 하면서 쉬엄쉬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좋아하는 광고, 지치지 않고 오래해야죠.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고 마음의 느긋함을 잃지 않는 광고인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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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의 날 기념 광고



공주님은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전 동화 속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레퍼토리는 이미 20세기에도 고리타분한 이야기였나 보다. 이 광고

는 공주와 공주의 사랑을 다룬다. ‘Girls do not need a prince’의 20세기 

버전쯤 되려나. 물론 의미하는 바는 약간 다르지만, 왕자를 원치 않는 그녀들

만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21세기 ‘GIRL’을 대표해 박수를 보낸다. 공주

가 저주에 걸린 개구리에게 키스하자 또 하나의 공주로 변한다는 반전. 그리

고 두 공주의 태연한 두 번째 키스까지. 잘 짜여진 각본으로 완성한 이 광고는 

성소수자 영화제를 홍보하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었고, 1998년 칸 광고제

에서 수상했다. 

한 때 모든 광고인이 광고 매거진 Archive에 실릴만한 광고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잡지를 펼치는 일보다 구글링이 익숙한 지금, Archive의 전성기도, 

그때의 꿈들도 아득히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크리에이티브들은 시간

이 흐를수록 여운을 남긴다. 이번에 소개할 광고는 무려 15년 전의 크리에이

티브다. 세월의 흐름을 이보다 잘 표현한 비주얼이 또 있을까. 부에노스 동물

원 115주년을 기념하는 이 광고는, 동물들의 주름살 클로즈업만으로 모든 사

연을 담아냈다. 저 주름살 사이사이엔 어떤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있을까 궁

금해지는 이 광고는 2004년 칸 광고제에서 골드의 영예를 안았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박노해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을 빌려와 마지

막 이야기를 시작한다. 난 이 문장을 건축가 승효상 씨의 책 제목으로 처

음 접했다. 승효상 씨가 이 문장을 건축학적 관점에서 확장했다면, 이번

에는 이 귀한 문장을 크리에이티브의 세계로 초대해본다.

나는 늘 의아했다. 오직 새로움만이 광고계를 움직이는 동력인 건지. 매

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신상 콘텐츠들을 열렬히 구독하는 이들과, 내일

의 기술에 골똘하는 자만이 이 바닥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온 길 뒤로 소복이 쌓여가는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난 그 해답을 이 한 줄의 제목 속에서 찾

았다. 

광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Cannes Lions가 올해로 벌써 

66주년이다. 한 사람의 일생과도 맞먹는 이 긴 시간 속에는 어떤 이야기

들이 숨어 있을까. 그 거대한 시간의 파도 속에는 여전히 빛바래지 않는 

크리에이티브들이 있다. 낡아짐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생각들. 시대의 

풍상을 온몸으로 새겨온 광고들. 오늘 할 이야기는 세월의 변화에 쓸려

가지 않은 옛날 옛적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이야기다.

1 1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고전 크리에이티브 다시 읽기

글_박수진 CⓔM / 크리에이티브솔루션 4팀

1  Gay Films  

      1998

©CANNES LIONS

2  Buenos Aires Zo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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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를 끝으로 인쇄잡지 형태로 출간되던 사보는 사라진다고 한다. 태생이 

종이책 세대라 그런지 맨질대던 표지와, 사그락거리는 종잇장 소리가 벌써 그리

워지지만 이번 변화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의미한 걸음이라는 것을 잘 안다. 어

떤 시간은 축적되고, 어떤 시간은 스러진다. 종이 사보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오래도록 축적해온 한 시간의 완성이기를. 다시 시작될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

를 위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또 묵묵히 바란다.

적은 지면을 빌려, 1년 반이라는 틈새의 시간 동안 사보에 참여했다. 길고 긴 사

보의 역사에 견줄 수 없는 찰나였지만 그 모든 순간 즐거웠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지금까지 대홍 사보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도 그 시간 속에서 충

분히 아름다웠노라. 이름 모를 뒷모습들을 향해 따뜻한 갈채를 보낸다. 

3 3 4 4

10년이면 강산은 변할지도 모르지만, 크리에이티브의 힘은 달라지지 않는

다. JEEP에서 만든 Two Words 인쇄 캠페인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

하다. 거친 아웃도어를 상징하는 동물, 인물 등의 오브제 사이로 고개를 내민 

지프 한 대. 말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라, 카피도 과감히 배제했다. 본질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생략하는 크리에이티브의 기술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유

효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세련된 이 광고는 2008~2009년 각종 

해외 광고제를 휩쓸며 그 놀라움을 증명했다. 그리고 2019년을 살아가는 지

금의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다. 

전통 광고의 대안으로 브랜디드 콘텐츠가 급부상한다는 뉴스가 들려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17년 전에도 광고는 콘텐츠였다. IKEA는 버려

진 램프의 이야기를 담은 잔잔한 스토리텔링으로 칸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램프의 시선. 쓸쓸하고 애처로운 램프의 뒷모습. 광

고가 끝날 때쯤 등장하는 남자의 명대사까지.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을 담은 

이 광고는 요즘 흥행하는 바이럴 콘텐츠의 화법과도 꽤나 닮아있다. 그래서일

까. 2018년 버려진 램프의 뒷이야기를 담은 또 다른 콘텐츠까지 제작되었다

고 한다. 원본의 반전과 시즌 2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다면 꼭 

한 번 직접 찾아보시길. 

3  Jeep Two Words  

      2008

©ADSOFTHEWORLD

4  IKEA Lamp 

      2002

©IKE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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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관어 건수

1 피부 1,116

2 얼굴 1,015

3 탄력 810

4 리프팅 678

5 주름 638

NO. 연관어 건수

6 효과 634

7 라인 398

8 개선 371

9 시술 344

10 노화 270

NO. 연관어 건수

11 나이 244

12 관리 230

13 피부탄력 206

14 피부관리 192

15 방법 186

NO. 연관어 건수

16 모공 159

17 피부과 138

18 턱 134

19 팔자주름 130

20 스킨 105

NO. 연관어 건수

21 성분 100

22 화장품 92

23 제품 92

24 결과 91

25 지방 88

27

바르는 홍삼을 만나다, 정관장 동인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그중에서도 120년 전통으로 6년 재배 제품만을 오롯

이 사용하는 정관장 홍삼은 소비자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브랜드다. 그리고 정관장 홍삼이 주원료로 

활용되어 성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격과 신뢰, 기능성을 제공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으니 정

관장 동인비가 그것이다. 동인비는 정관장 홍삼을 고스란히 담아 스킨케어 기술과 접목되어 피부를 밀도 

있게 관리해준다는 밀도케어 능력을 브랜드 에센스로 내세우고 있고 소비자에게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동인비는 피부 밀도케어를 위해 수분부터 탄력까지 고기능성의 다양한 라인이 갖고 있다. 올가을에는 

3040 여성의 피부 노화와 탄력에 효능이 있는 ‘동인비 진에센스’가 선보였다. 홍삼의 진한 원액에서 추출

한 성분이 피부 진피 치밀도를 케어하여 주름개선, 탄력증진, 리프팅 등의 효과를 주는 고가 에센스다. 

해마다 노화, 탄력을 관장하는 수많은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가운데, 정관장 홍삼이 들어 있는 동인

비 진에센스의 능력을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기존의 정량, 정성 기획조사 이외

에 빅데이터를 병행한 이른바 3-Cushion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각적인 

맥락 속에서 진에센스의 차별성을 찾고자 했다. 

정관장 홍삼의 힘으로 피부 탄력선을 높이다

3-Cushion 데이터 분석으로 본
동인비 진에센스 캠페인 전략

글_성지연 CⓔM / 전략솔루션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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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탄력

리프팅

주름

볼륨

효과관리라인

시술
노화

피부탄력

피부관리

개선
나이

얼굴
슈링크

상담

모공턱 화장품

크림

스킨

동시

안티에이징

외모

지방뉴스킨 실리프팅

보톡스

수술

피부과
관리

이미지팔자주름
수분

모공

후기

세포
이중턱

지방

클렌징변화
성분

결과제품

주름
턱선

얼굴

부분

주름개선

볼륨

<얼굴 탄력 관련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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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Cushion 3. 기획된 정량 조사로 가설을 확신하다.

실제로 정량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노화를 느끼는 계기는 ‘얼굴선의 변

화’라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색 데이터를 보면 ‘얼굴선’ ‘얼굴

라인’과 같은 키워드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량 조사 결과 탄력과 

얼굴선의 높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얼굴의 조직은 상하좌우로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 있어서 이것이 느슨해

지면 얼굴 전체의 탄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느슨해진 조직이 얼굴선의 변화

를 가져오고 외관상 나이 들어 보이는 노화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

에서 동인비 진에센스는 리프팅 효과로 얼굴의 등고선 변화 효과를 선사한다. 

결국 우리는 여러 측면의 데이터 검증과 제품력 분석을 통해 동인비 진에센스

의 경쟁 우위 포지셔닝을 ‘안티 라인 에이징’으로 도출했고 이 전략을 기반으

로 동인비 진에센스 신규 크리에이티브가 새롭게 탄생했다. 라인과 연관된 오

브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도록 라인을 연상하는 실리프팅 작품을 활용했

고 모델 한지민 씨가 실을 잡아당기며 “탄력의 텐션”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

달함으로써 동인비 진에센스의 기능성과 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전략의 텐션을 높이는 3-Cushion 데이터 분석

대한민국 화장품 브랜드는 약 1만 7천 개 정도 있고, 해마다 수천 개의 신제

품이 탄생한다고 한다. 사용자의 제품 사용 주기도 짧아지고 화장품의 기능도 

점점 유사해지기 때문에 브랜드의 차별적 경쟁력을 발견하는 일을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인사이트를 찾고 경쟁 우위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측면의 데이

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프로세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이다. 그런 측면

에서 대홍기획은 빅데이터 소셜 분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가설을 설

정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 초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점점 더 고도화시

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설을 검증하고 확신을 갖기 위한 기획된 소비자 조사를 병행함

으로써 좀 더 타당하고 차별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른바 3-Cushion 

Data Analysis는 마케터나 플래너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시장

과 소비자를 통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동인

비 진에센스가 올가을 소비자의 공감과 이해를 흠뻑 받는 브랜드로 회자되길 

기대한다. 또한 마케터나 전략의 노후화를 피하고자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분

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탄력의 선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ushion 1. 빅데이터로 가설의 맥을 잡다

가을겨울 시즌을 겨냥한 30~40대 여성 화장품의 핵심 화두는 건조해지는 

날씨로 인한 피부 노화이다. 실제 화장품 기능과 관련한 검색 빅데이터를 보

면 노화와 유사한 의미의 ‘탄력’ ‘주름’ ‘안티에이징’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보

인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흐름은, ‘안티에이징’과 같은 표현보다 ‘탄력’이라

는 워딩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이 듦’ 보다 

‘젊음’에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과 같은 노화의 느낌을 주는 단어보다는 탄

력처럼 젊어지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탄력은 어떤 연관 의미를 내재하고 있을까? 좀 더 깊이 탄력에 대한 

감성어 분석을 한 결과 ‘도움’ ‘건강’ ‘효과’ ‘개선’ 등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이 많

았다. 그래서인지 탄력의 기능을 표현한 화장품 광고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탄

탄함, 건강함, 힘이 느껴짐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활용했다. 그러나 시장

에서 아직 미비한 위상을 보유한 동인비 진에센스가 브랜드의 차별성을 위해

서는 기존 범위에서 탄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탄력과 연관이 있으나 색다른 요

인을 다시 찾아서 브랜드와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했다. 

탄력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찾기 위해 우선 ‘얼굴 탄력’과 연관된 빅데이터 연

관어 분석을 했다. 주로 피부 상태를 표현(주름, 팔자주름, 이중턱, 모공 등)

하거나 효능효과를 표현(주름개선, 수분 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연관어를 보니 슈링크, 실리프팅, 리프팅효과, 라인 등의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즉 탄력과 연관된 여러 요인 중에 얼굴선(Face Line)을 의미하는 단

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얼굴 탄력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

을 분석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성들의 셀카 자세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

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0~40대 이후 여성분들은 유독 손으로 턱선

을 가리거나 턱을 올려 상위 구도에서 얼굴을 찍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일까? 혹은 무엇을 감추기 위함일까? 

Cushion 2. 소비자 증언으로 가설을 검증하다

‘탄력’과 ‘얼굴선’의 관계가 어떤지,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셀카에서 보여준 행

동들이 현실에서 종종 있는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 FGD를 실시한 

결과, ‘탄력’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었다. 피부의 노화, 탄력의 저

하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바로 얼굴선의 변화이고 얼굴선의 변화는 사

진을 찍을 때 가장 절감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의식적으로 손으로 가

동인비 광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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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잠실종합경기장에서 개최

됐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수많은 체육인이 함께한 가운데, ‘몸의 신

화, 백 년의 탄생’을 주제로 1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영웅

과 뭇별(시민)의 이야기를 몸으로 그려내는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장면이 연출

됐다.

시작과 도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 11월 서울 배재 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의 기원인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가 열렸다.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홍보 캠페인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국체육대회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정립해 이슈화할 

것인지를 기본 목표로 삼았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7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

림픽,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국민들의 스포츠 관람 눈높이가 높아졌고, 영국 윔블던 

테니스대회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등 전세계에서 펼쳐지는 

최정상급 스포츠 경기를 TV와 핸드폰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서 어

떻게 경쟁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가 막막했다.

#나에게 전국체전이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기획한 첫 번째 돌파구는 해시태그 이벤트 ‘#나에게 전국

체전이란’ 이었다. D-100부터 어렵게 섭외한 박지성 선수를 1번 주자로 김연

아, 이승엽, 이상화 등 100명의 유명 스포츠 스타와 레전드들에게 문답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분 한 분의 기억 속에 녹아있는 전국체전의 숨겨

진 가치를 끄집어내어 100개의 스토리가 콘텐츠가 되고, 전국의 스포츠 팬들

이 자발적으로 그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1

2

전국체육대회 100년, 서울에서 함께 뛰다!

2019 전국체전 홍보 캠페인
글_김원방 CⓔM / EX-프로젝트팀 

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2  100인의 인터뷰, ‘영원한 캡틴, 박지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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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100년, 미래 100년을 잇다

전국체육대회 100년을 맞아 한국은행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최초의 기념주

화를, 우정사업본부는 기념 우표 65만 장을 발행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의 

효시였던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가 열린 옛 배재 고등보통학교 운동장 터에

는 역사문화유적 표석이 설치됐다. 100년, 100회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독

립유공자 후손과 해외동포 선수단, 외국인 주민 선수단까지 초청해 ‘화합’이

라는 대회의 테마를 온전히 실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국체전 100년의 의미를 담아 프로야구 올스타전

과 연계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시구 재연 이벤트를 진행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체전티콘’을 개발, BJ 보겸 등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하는 

등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했다.

3  카카오톡 이모티콘, 체전티콘3

4·5  전국체전 홍보 광고

6  잠실주경기장에 설치된 전국체전 마스코트5

4

6

전국체육대회 대표 홍보영상

32

서울을 도배하다

홍보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전국체전 대표 홍보영상은 KBS, 서울시 보유 옥

외매체 및 서울 지역 롯데시네마 21곳, 삼성역 코엑스 SM타운 옥외전광판, 한

화 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됐다. 대홍기획 컨텐츠 6팀의 노력으로 만

들어진 해당 캠페인 영상은 뜨거운 반응 덕분에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 정부

광고부문 특별상까지 받는 영예를 얻었다.

tbs라디오 홍보를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주경기장 등에서 전국체전의 

마스코트인 해띠와 장애인 체전의 마스코트 해온의 특별전시와 찾아가는 전국

체육대회 홍보부스(5월~10월), 유물사진전(7월~9월)을 열었다. 이 외에도 포

털 사이트 타임보드 및 일간지 지면 광고, 버스 외부 포스터 광고, 서울시 택시 

스티커 부착, 지하철과 가판대 · 구두 수선대와 공공시설 보유매체 등 서울 시민

의 눈길이 가고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국체전 홍보 활동을 펼쳐나갔다. 

절반의 성공, 또 다른 시작

100주년을 맞은 전국체전의 서울개최 인지도는 개최 5개월 전인 5월 1차 조

사에서 26.3%로 저조했으나, 10월 진행한 마지막 3차 조사에서는 76.7%로 

대폭 상승해 초기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잠실주경기장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경기장의 텅 빈 객석을 보면서 인지도 상

승이 관람객의 경기장 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100세 시대라고 해도 평생 두 

번은 만나지 못할 100주년 전국체전 홍보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

어 뿌듯하고, 감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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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션, 비

전, 약속의 말 등에서 어떤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

는가를 조사해본 적이 있다. 투명경영, 창의성, 도

전, 글로벌, 소통, 봉사, 고객과 소비자 만족, 행

복, 헌신 등등 대략 15개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다. 대부

분의 기업이 매우 고답적이고 모범적인 미션이나 

비전을 공유한 셈이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잘 말해주는 기업 정체성이 반영된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기업의 정체성(Corporate Identity)은 제품과 서

비스, 디자인 로고는 물론 미션이나 비전, 직원 채

용과 교육, 훈련, 대표자의 강연, 인사와 경영 등 

모든 곳에 반영된다. 한때 국내 기업들이 기업문

화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내 분위기와 근무 정신

을 일신하려는 캠페인이 유행했다. 기업문화는 기

업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서 그 정체성이 오랜 기

간 실현된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기업문화를 

갑자기 만들거나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사실 불가

능하다. 기업의 정체성이 오랜 기간 숙성되고 발

현된 것이 기업문화로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렇다

면 기업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좋은 정체성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조직체 정체

성 전문가 로렌스 애커먼의 이론을 주축으로 롯데

그룹 사례와 함께 바람직한 실존적 기업정체성 만

들기의 원칙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실존(Being)의 원칙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실존철학의 대명제는 

인간의 피투성(彼投性)을 강조한다. 기업도 그러

하다. 예컨대, 롯데그룹의 경우 식품과 음료로 출

발해서 호텔, 백화점, 유통을 거쳐 화학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발전해왔다. 이 

과정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인간의 풍요로움을 추

구하려는 선한 자유의 모습이 기업 정체성 속에 내

재되어있다. 비록 살아온 과정 속에 굴곡과 좌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은 승

리를 쟁취하려는 군인의 불굴의 의지 보다는 ‘선망

에 대한 자유정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체성의 발견을 애커먼은 ‘코드 깨기(Cracking 

The Code)’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기업정체성 

가치 창조의 원천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롯데의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선망과 자유

추구의 가치창조는 바람직한 기업 정체성의 목표

인 인간의 가치, 사업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모두를 망라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습과 색깔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실존적 기업정체성의 핵심이다. 

영속성의 원칙

사람은 죽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죽을 수도 있

지만 영원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나 소

수의 사람들에 의해 출발하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

들이 모이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쌓인다. 그리

고 변화를 거듭하면서 커진다. 그 과정에서 ‘변화

와 혁신’이 요구된다. 이 두 가지는 CEO들의 한결

같은 슬로건이다. 그러나 이 변화와 혁신도 실존

적 기업 정체성을 바탕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정체성이 훼손되는 가장 큰 요

인은 외부의 변화와 경쟁자들의 행동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다보면 그

만 정체성을 손상하기 쉽다. M&A,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 새로운 업종 진출, 기업 구조조정, 새

로운 사회적 가치(환경 등)의 출현 등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움을 찾고 혁신을 꾀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는 우는 범

하지 말아야 한다. 정체성의 DNA는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반대로 기업의 정체성이 잘 확

립되어있으면 자유롭게, 그러나 적절하게 버릴 수 

있다. 

롯데의 실존적 정체성은 보다 오래된 역사에서 찾

실존적 기업의 정체성 만들기
글_한정호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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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롯데월드타워의 건설은 50년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최고층의 건물

로 초일류 롯데의 미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서 여전히 인간의 풍요

로움을 선망하고 추구하려는 자유의 정체성의 모습을 본다. 거화취실의 창업

자 철학 또한 진정성의 측면에서 정체성 속에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와 가능성의 원칙

좋은 기업 정체성은 기업의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시련이 있다. 

시련을 거치면서 배우고 단단해지고 진화한다. 그러나 의지의 표명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거나 자연스런 정체성을 

벗어난 목표를 드러내는 것이다. 회사가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무결점 목

표나 지침 강령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 외부적으로는 좋은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사업 업적을 놓치게 만든

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경쟁사보다 그들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스타일

이 필요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는 한국기업들의 전통적인 신화이자 목표

이다. 그러나 실존적 정체성에 기반한 도전은 좀 다르다. 

좋은 정체성은 기업의 의지와 함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래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성이 내포된 기업 정체성

은 기업확장의 발판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힘을 발휘한다. 기업의 정체성에 

가능성을 내포하는 작업은 물론 어려움을 수반한다. 가능성은 현재의 안정상

태를 흔들기 때문이다. 기업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가능성에 기반한 정체

성을 만들지 못한다. 당장의 시장경쟁, 생산비 절감, 노사문제, 정부의 규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많은 기업이 현재의 도전과 시련, 목

표를 위해 자신들의 재능에 내재한 가능성을 잊어버린다. 초일류기업, 완벽

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 사회봉사의 기업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려 한다. 그러

나 이는 파생적 부산물이 될지언정 실존적 정체성이 되지 못하며 진정한 미래

의 가능성을 말하기 힘들다. 현명한 리더는 미래의 사업들의 가능성을 발견하

고 그것을 정체성 속에 포함시킨다. 기업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업들을 

펼쳐나간다. 

관계의 원칙

실존적 정체성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치창출은 사람간의 관계를 빼놓으면 무의

미하다. 기업의 정체성이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좋

은 기업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준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소비자, 고객, 투자자, 정부기구, 공급자, 커뮤니티 등 중요 

이해당사자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이상적으로 설정한다. 좋은 기업 정체성은 

회사 내에서는 CEO와 경영진, 팀장과 팀원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이 관계는 모호성을 없애고 팀웍을 강화하며, 장애와 반발을 해결한다. 

또한, 좋은 정체성에 기반한 관계는 투자자, 정부기구, 고객, 직원, 공급업자

들에 대한 기업의 여러 활동이나 설명도 자연스럽게 만든다. 각종 스토리텔링

과 광고는 물론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자유스러워지고 활발하게 된다. 최고경

영자의 연설과 대화의 내용도 풍부하고 창의성을 띄게 된다. 

이해의 원칙

아무리 좋은 기업정체성도 복잡하고 어렵게 표현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누구

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다가와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고객을 포함한 중요 외부

인들이 기업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하고 느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내부구성

원들이 업무에서 기업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소화하도록 해야 한

다. 너무 좋은 말이나 이상적인 말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이해의 원칙

을 어기게 된다.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을 통해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기업광고나 

CEO 연설, 언론기사, 직원들의 교육과정에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기업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정체성은 실행단계에서 응용과 변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정체성은 회

사마다, 부서 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나, 

하나의 정체성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내부의 구성원들이 기

업 정체성의 대사(Ambassadors)가 되어 고객 등 외부인들이 쉽게 정체성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 정체성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

드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광고 등에서 사용하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다. 이는 현실과 경쟁관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기업정

체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구성원들이라면 이 부작용을 줄일 것이다. 

롯데의 구성원들은 인간에 대한 풍요로움의 선망과 자유라는 정체성을 이해

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한데 특히, 풍요로움과 선망, 자유란 키워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그룹 내의 각 회사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

하다. 롯데케미칼과 롯데호텔의 정체성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실행이 조금씩 

다른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풍요로움에 대한 선망이란 정체성이 제품과 서비

스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출되는 것도 정체성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

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룹사별 고객들이 롯데의 기업정

체성을 통합적으로 비슷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를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효과라 한다. 가족과 친척들 각자 모

두 다르게 생겼으나 외부인들이 보기엔 무언가 그들 모두 닮아있고 한 가족임

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실존적 정체성 경영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구심력(Grand Efficiency) 효과이다. 기업정체성이 잘 만들어지고 잘 이

해되면 업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둘

째, 모든 부서와 사람들, 그들의 행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끌어 가는 통합

(Integration) 효과다. CEO부터 신입사원, 나아가 고객까지 빠트리지 않고 

기업 정체성의 울타리 안에 통합할 수 있다. 셋째, 지속성(Endurance) 효과

다. 기업 정체성을 통해 구성원들이 만들어내고 지켜온 ‘실존적 재능 유전자’

를 힘들이지 않고 보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체성 경영’만이 그러한 성과

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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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소셜은 뭐가 다를까? 커뮤니티는 왜 필요한가?

지난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커뮤니티와 소셜을 구분하고 그 중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90년생 사회인들에게는 커뮤니티보다는 소셜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

이다. 그들은 익명성의 도시에서 소셜한 구매를 하고 소셜 친구를 맺으며 적

당한 거리를 두고 연결(혹은 단절)되기를 선호한다. 반면 베이비붐세대들은 

예전 시골에서 살았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

은 도시에서도 ‘집들이’를 한다. 서울시도 여기에 착안하여 야심차게 마을 공

동체 복원 사업을 펼쳐 공동체 회원 13만 명을 가입시켰다. 이렇게 지금 사회

는 세대별로 소셜 vs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을 알아보자.

커뮤니티와 소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장소의 의미에도 사용되

고, 신조를 나누어 가진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소개한다. 

문화의 정의로 잘 알려진 문화 연구학자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커뮤니티를 아

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평민, 서민(14세기부터 17세기) 

(2) 국가 또는 비교적 소규모로 조직된 사회(14세기 이후) 

(3)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18세기 이후) 

(4) ‘이해의 일치’(Community of Interests)나 ‘재산의 공유’(Community 

of Goods) 등의 어구에서 볼 수 있는 공유성(16세기 이후) 

(5) 동일성, 공통성의 의미(16세기 이후)

그러다가 19세기 이후 국가나 사회의 형식성 및 추상성, 수단적 관계성과 대

항해서 커뮤니티는 직접성, 지역성, 자족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해졌

다. 이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등장한 공식적 국가나 (도시 속)사회라는 것. 개인화와 익명성을 촉발하

는 도시화에 반비례해서 공동체는 꾸준히 약화되어 왔다. 협동조합, 일부 종

교단체, 실험적 공동체(행동주의 심리학자 B. F. 스키너의 소설 『월든 투』는 반

복과 학습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행동주의 원칙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공

동체다)만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반면 사이버 시대를 맞아 도시에서는 이른바 

‘자캐 커뮤(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커뮤니티에 참가해서 다른 참가자 캐릭터와 

노는 것)’가 유행한다. 같은 커뮤니티 용어를 써도 실상과 지향은 다르다.

디지털 문화가 무한확장하면서 전통적 커뮤니티는 소셜과 충돌하게 된다. 

‘Social’은 ‘사교적인’의 의미(Social Life)와 ‘사회적’이라는 의미(Social 

Issues)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사교는 ‘여럿이 사귀는’의 뜻이다. 우리가 쓰

는 소셜은 전자, 즉 ‘사교적인’과 ‘디지털에 의한’의 의미다. 현대사회는 소셜한 

매개(Meditated)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자리 잡는 중이다. 매개 커뮤니케

이션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규모 대화이므로 인간은 ‘다중적 실재(Multiple 

Realities)’로 바뀐다. 현실의 나, 페이스북의 나, 인스타그램의 나는 달라진

다. 매체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다중적 실재 인간은 고독이

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미 디지털 코쿠닝, 혼족, 귀차니즘 등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디어만 바라볼 뿐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하며 

살아간다. 밀레니얼세대와 90년생들은 그것이 쿨 하다고 한다. 미국의 한 사

회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혼자서 먹방이나 넷플릭스

를 보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한다. 그러니 고독과 함께 심리 병증이 늘어나고 

커뮤니티 전략에 대하여_#2
글_황인선 /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11  자캐 만들기 사이트 Picrew ©PI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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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항하는 운동도 생겨난다. 일종의 신 러다이트 같은 대항운동이 생겨나는건데, 예를 들어 실

리콘밸리 IT 종사자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아이들이 일체의 디지털 기기에 접속

하면 안된다는 계약을 하고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조차 학생들에게 보이면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 롱테일 법칙의 주창자인 크리스 앤더슨은 ‘앞으로는 디지털 접속이 아니라 디지털 차단에 따라

서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간은 이제 소셜한 탈 휴머니즘 시대를 맞는 걸까?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 대해서 커뮤니티는 과연 대

안이 될까? 기업은 과연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피쎄스(P.I.C.E.)

커뮤니티의 약화와 소셜의 복잡한 의미 외에 현재 기업이 당면한 문제도 있다. 현장에 있는 마케터나 

홍보전문가 또는 경영자라면 스마트 환경의 확산과 소비자 수준의 격상, 뉴 노멀(2008년 이후 저성

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으로 특징되는 시대), 기업의 역할론 변화 등으

로 기업 경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실감할 것이다. 유튜브, SNS 등 스마트 환경의 출

현은 과거 TV시대와는 달리 미디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1인 미디어 오너인 소비자 대중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소비자 의식과 참여 문화가 높아지는 

CE(Consumer Engaging) 시대가 열렸다. 기업, 소비자, 사회가 각각 윈윈하는 3W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3W 전략 중에 유력한 방법이 커뮤니티 플랜이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라면 자연스럽게 구성된 부족 커뮤니티와는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수적

이다. 커뮤니티 목적의 명확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장소, 의미 있는 멤버 프로파일 창출 및 지속적

인 증대, 다양한 역할 마련, 리더십 프로그램 마련, 적절한 에티켓, 정기적인 

이벤트 실행, 의식(Ritual)의 도입, 하위그룹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려고 한다. 커뮤니티인 만큼 1순

위인 ‘공간(Territory: Space대신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불어 

Terroir처럼 포도밭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 즉 기후, 토질, 지형 등 포괄적 

공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에서다)’은 중요하다는 것만 말하고 생략한다. 

- 목적성 (Purpose)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정체성 (Identity) :  다른 커뮤니티와 무엇이 다른가?

- 지속성 (Continuity) :  일회성이 아니어야 하고

- 교환 (Exchange) :  가치나 이익, 의식이 교환되어야 한다.

이 ‘피쎄(P.I.C.E)’ 4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비로소 커뮤니티라 할 수 있고 그것

들이 구체적이고 독창적일 수록 커뮤니티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되는데 여기에 

신념, 스토리,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진정성 스토리가 첨가된다면 더 강력해진

다. 파타고니아는 정기적으로 팸플릿을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파타고니아 고객

들의 오지 체험, 시련과 극복 이야기, 환경 등이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 이를 보

면서 고객들은 환경 이념을 공유하고 강화하며 결속을 다져나간다. 그래서 그

들은 고객보다는 후원자거나 동지가 된다. 이것이 커뮤니티 복원 프로그램의 

5대 요소인 ‘피쎄스(P.I.C.E.S)’이다. 

예를 들어 12년째 운영 중인 KT&G 상상마당의 공간(떼루와)은 클럽과 인디

의 메카인 홍대 앞이고, ‘대한민국 상상을 응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문화 창작

과 체험 공유를 하고, 풀뿌리 상상문화란 점에서 LG아트센터나 현대카드 등 

타 기업 커뮤니티와 다르다. 또한 기업은 방문자나 참여자들에게 ‘풀뿌리 문

화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회사’라는 신뢰와 평판을 얻고 참가자들은 방문과 참

여로 풀뿌리 문화체험을 얻는다. 그 결과 ‘상상’이란 제 3의 브랜드가 있는 것

처럼 인식돼 ‘상상’하면 바로 홍대 앞 KT&G를 떠올린다. 거기에 ‘영화 <헤드

윅>의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이 공연했던 장소’, ‘록의 대부 신중현이 은퇴 공연

을 했던 곳’과 같은 스토리가 쌓이면 더 강력해진다.

그 강력함은 참여자 수, 신뢰의 깊이, 입소문이나 좋아요 같은 자발적 홍보의 

양과 깊이로 드러난다. 이것들은 다 기업의 무형 자산들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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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타고니아 팸플릿 ©PATAGONIA

2  홍대에 위치하고 있는 KT&G 상상마당 ©KT&G 상상마당

3    록의 대부 신중현이 공연했던 KT&G 상상마당 

Live Hall ©KT&G 상상마당

4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이 연출하고 출연한 영화 <헤드윅> 

포스터 ©AT9FILM



43 DAEHONG November / December 2019

정리_편집부

대홍기획 기업문화를 말하다 

#3 인사이트 트립

대홍기획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를 방문해 광고인으로서의 크리에이티브를 깨우고 새로운 트

렌드를 읽는 인사이트 트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문화, 대답, 대홍TV 등 다양한 TF에 

참여해 DCG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발해 해외 주요 도시의 다양한 조직문화와 

광고·마케팅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DCG 임직원 15명이 대만 타이베이로 인사이트 트립을 다녀왔다. 우리나라

에서 약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대만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볼거리로 매년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외식문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만 진출도 활발히 이

뤄지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회사 밖으로 나가 해외 마케팅과 광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인사이

트를 얻어오는 것’. 각자의 취향과 일정으로 다녀온 여정을 통해 출구 없는 매력의 도시 대만에

서 얻은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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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다양함

대만은 아시아에서 출판산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 수

준이지만 연간 책 생산량은 한국과 비슷하고, 인구 대비 신간 출간 비율은 영국

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독립서점 열풍이 불고 있는데, 대만

은 독립 서점 협회가 있고 자체 위탁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먼 거리까지 책을 공

급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이러한 흐름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화산 1914 창의문화원구

중샤오신성역에서 내려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 이런 광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탁 트인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과거 양조장과 공장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공연

장과 전시장, 공방, 카페 등이 자리한 문화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오래

된 건물과 새로운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보며, 왜 대만을 노우신생(老屋新生)의 

도시라 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이었다. 

#VVG thinking 

창의문화원구에서 가까이 위치한 이곳은 100년 된 장뇌공장을 리노베이션한 곳

으로, ‘Back to factory’라는 콘셉 하에 금속과 기계 등 공업시대 기물로 꾸며졌

다. 이곳에서는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두지 않았다.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책을 자유롭게 쌓아두고, 모두 펼쳐볼 수 있

도록 포장지도 걷어져 있었다.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곳에서 맘껏 자리를 

옮겨가며 구경하고 자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펑딩(Pon Ding)

“여기에 서점이 있다고?” 인정이 드문 여느 동네 골목, 간판도 없이 오래된 건

물 하나가 보였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불빛 속 나무 테이블에 디스플레이된 

책을 보고 여기가 서점임을 알 수 있었다. 1층은 서점, 2·3층은 아티스트의 예

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펑딩. 단순히 서점이나 카페로 정의되기보다는 프로

젝트 공간으로, 더 많은 계획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름처럼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

는 곳이었다. 

#송산문창원구 열락서점(YUE YUE & Co.)

80년 된 담배 공장이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

존 외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부분 보수하며 보존해온 벽과 창틀을 통해 당

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커다란 나무에 둘러싸여 마치 작은 숲을 연상시

키는 곳에 녹색 목조 건물이 보였다. 열락서점이라는 독립 서점이었다. 한낮인

데도 한쪽에서는 독서모임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책을 파는 곳이자 카페, 그리

고 음반을 비치해 음악과 함께 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대만에서 방문한 여러 독립서점 어느 한 곳도 같은 분위기가 없었고, 나름의 활

기와 에너지로 그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옛

것과 새것의 조화로운 풍경이 흥미로웠다. 세월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

래된 건물은 청년들의 에너지로 새로운 숨결을 찾고, 덕분에 도시는 입체적으

로 변화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만의 골목길, 푸르

른 고목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또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

가 향하는 그들의 풍경 속에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여유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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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 미디어 플래너에게 보인 자유로운 광고의 천국 대만

항상 ‘어떻게 타깃에게 잘 만든 우리 광고를 보여주지?’를 고민하는 나에게 ‘소

비자의 눈에 최대한 많이 보이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인사

이트 트립으로 다녀온 대만에서도 나는 한국에서 온 미디어 플래너였다. 미디

어 플래너로서 대만의 마케팅에 대해 느낀 점은 한 마디로 ‘규칙에 얽매이지 않

은 자유분방함’이다. 

#옥외(OOH, Out of Home) 광고

대만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고,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 광고는 옥외(OOH) 광

고였다. 특히 대만의 버스는 ‘돌아다니는 매체, 그 자체’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

원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버스 외부광고는 5면 광고로 제한되어 있

다. 그러나 대만의 버스광고는 ‘면’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 버스 전체를 포장하

고 있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규모감 있고 임팩트가 강했다. 다른 옥외 매체도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 한 지하철역은 통로 벽면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기

도 했다. 

플래너로서 이러한 광고를 운영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 구글링도 

해봤지만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대만의 다양한 옥외 매체 광고를 보면서, 

대만의 옥외 광고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유연해 보였다. 이러한 환경에

서 진정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자유롭게 옥외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V 광고

현업에서 가장 깊게, 또 많이 다루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만에 가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TV 광고였다. TV 광고의 특징을 가장 면밀하게 살

필 수 있는 프라임 시간(19~24시) 광고를 보기 위해 낮 동안 일정을 빠르게 마

치고 숙소로 들어와 이른 저녁부터 TV를 봤다. 그리고 TV 광고에서도 한국과

는 다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대만의 TV는 특이한 편성 패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예능 프로그램

을 방영하는 19~21시에 애니메이션을 방영한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이 애니

메이션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데, 15초 소재 기준 최대 10개의 광

고가 운영되어 상당히 긴 중간광고 시간이 편성되어 있었다. 22시에는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역시나 15개의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스톱워치를 동원해 광고소재의 길이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중간광고의 길이가 

대체로 15초, 30초, 1분 길이인 것과 비교해 대만의 중간광고 길이는 13초, 

15초, 27초 등 정말 다양했다. 

이렇듯 대만에서 옥외와 TV 광고를 보며 광고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굉

장히 자유롭다는 점을 느꼈다. 이는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운영하는 광고인으

로서의 크리에이티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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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는 왜 미국에 가보지 않았을까’, ‘광고처럼 창의적인 업종에 종사하

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며 그

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BTS 덕분에 한국인 남자의 인기가 많지 않겠냐는 

기대는 헛된 꿈이었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만감이 

교차하며 많은 반성을 했었고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Design Army의 CCO Pum Lefebure의 Hong 

Kong Ballet 캠페인이었다. 홍콩의 발레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요즘 세대들

에게 세련된 비주얼로 선보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대적인 감각과 표현력으로 

풀어낸 이 캠페인은 아트디렉터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 태국 출신인 그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글로벌한 감수성을 무기로 삼는 크리에이터였다. 첫 스케

치부터 촬영, 최종 결과물까지의 시퀀스를 모두 보여주었는데, 아이디어 초

안이 나온 뒤 결과물을 상상하기 위한 현장답사와 스케치 단계에 굉장히 공

을 많이 들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이처럼 많은 시간과 

정성, 자본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우리도 그런 여유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그녀는 몇 안 되는 아시아인 심사위원이었는데 LIAisons에 참여한 십

여 명의 아시아인 영 크리에이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굉장히 자

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LIAisons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인 백

인들이 인싸처럼 몰려다니며 워크샵을 리드할 때, 우리 아시아인들은 항상 소

극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었다.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자신감도 

적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함께해본 결과 서양인과 동양인

은 근본적인 성향 자체가 달라 보였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확실히 Shy 했다

(미국 한 번 다녀왔더니 영어단어가 술술 나온다).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그

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Pum Lefebure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태국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커리어를 쌓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말과 행동, 표정에는 절대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었다. 우리도 모

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두려워 말라는 뻔한 격언이 매번 등장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인가 보다.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것. LIAisons에 참여하는 것.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스

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였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다. 마지

막으로 LIAisons의 슬로건과 함께 글을 마친다. See the best, learn from 

the best, talk with the best, drink with the best, become the best.  

촌놈, 미국에 가다

살면서 서구권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 촌놈이 미국에 다녀왔

다. 그것도 Sin City라 불리는 라스베이거스에. 런던국제광고제(London 

International Awards)는 매년 전 세계 영 크리에이터를 모아 다양한 종류의 

강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Creative LIAisons 프로그램을 주최한다. 

지난 10월, 2019 Creative LIAisons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운 

좋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Creative LIAisons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런던국제광고제 출품작 심사를 

참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LIAisons 참여자의 발언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쳐 해당 출품작에 대한 

점수가 바뀌기도 했다.

‘근데 미국 갔다가 총 맞으면 어떡하지? 영화 보면 막 길에서 총 쏘던데…’라는 

소심한 걱정과 함께한 2019 Creative LIAisons 참관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한국 대표라니!

올해 LIAisons은 전 세계 110명의 카피라이터, 아트디렉터가 참가했고, 한

국에 배당된 티켓은 단 2장뿐이었다. 한국과 대홍기획의 이름을 걸고 다녀온

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곳에서 최대한 많은 걸 얻어와야겠다

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역시 영어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수

록 내가 얻어오는 건 많아질 테니까(시X스쿨과 해X스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

다). 그다음은 런던국제광고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광고계 큰손들에 대

한 리서치였다. 세계 유명 글로벌 대행사들의 CCO,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 

등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그

리고 한국인 2명을 제외한 108명의 해외 영 크리에이터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합격 발표 후 설렘과 흥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생긴 일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낮보다 밤이 더 

빛나는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등 수많은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도시였다. 낮

에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그곳에서 만난 크리에이터

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회사에서

는 어떻게 일하는지, 이 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며 한국에 대해서는 알

고 있는지, 내 영어 발음이 얼마나 알아듣기 힘든지 등 글로벌 인재들과 사소

한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값진 경험이 되어 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

다. 광고에 관한 원론적 이야기는 강의실에서 들으면 되고 밖에서는 이런 사

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의 크리에이티브라고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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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PHONE11 Pro

한국인삼공사 동인비 진에센스 탄력의 텐션

멕시카나치킨 뿌리고치킨

롯데GRS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대흥분

롯데하이마트 블랙페스타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온장고에서 만나는 가장 큰 커피

CREATIVE WALL

1

KT

iPHONE 11 Pro

2

한국인삼공사

동인비 진에센스 탄력의 텐션

세상은 넓고 카메라는 좁다

그래서 iPhone 11 Pro

무심하게 툭 찍어도 완벽한 구도

KT에서는 1년 후 새로운 아이폰으로 부담없이 교체

데이터로밍과 iCloud 혜택까지

iPhone은 역시 KT

탄력있는 아름다움은

어떤 순간에도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정관장 홍삼의 힘으로

피부탄력선을 끌어올리는 밀도케어

탄력에 텐션을 올리다

동인비 진 에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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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카나치킨

뿌리고치킨

경고하는데 입조심해라

입술 전멸할테니까

단짠한 시작. 알싸한 뒤끝.

내입엔 뿌리고 뿐이고

멕시카나 뿌리고 치킨

입조심해라.

4

롯데GRS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대흥분

형님~형님~흥분데요~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시더라

저 흥분데요

대흥분!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을 위해 라이스 버거도 출시

오랜만이야 라이스 버거 롯데리아 라이스 버거

롯데리아~

5

롯데하이마트

블랙페스타

지금 하이마트로 가 티비사 냉장고 사 휴대폰 당장 사러 가

무이자 할부도 받아 다양한 혜택도 받아 상품권 포인트 받아

하이마트로 가요~~♪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봐요♪

시간낭비 하지 말고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오오~♬

하이마트로 가요~

6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온장고에서 만나는 가장 큰 커피

그 건 잘 되고 있죠? 네넵!

넵 만 하지말고 좀 넵..

팀장님 저 잠깐만

오우~뜨거워 거 그 넵만 하지말고 커피한잔~

오 따뜻한데? 온장고에 만나는 가장 큰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넵만 하지말고 잘하자

넵!



DAEHONG NEWSDAEHONG NEWS

52 53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등 국내외 광고제 수상

우리나라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대홍기획이 대상 등 총 4개 상을 받았다. ▲세탁특공대 <2회용 세탁비닐 캠페인>이 프로모션 대상

과 공익, 공공부문 금상 ▲서울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00년의 응원, 100년의 열정>이 정부광고-지방자치단체 특별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2회용 세탁비닐 캠페인

>은 최근 열린 런던 국제 광고제(London International awards)에서 패키지 디자인부문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앞서 대홍기획은 지난 10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TV부문 금상(멸종위기동물이 뽑은 올해의 환경 운동가) ▲인쇄부문 은상(주 52시간 시대의 규칙) ▲인쇄

부문 장려상(어린이 피노키오) 등 총 3개 상을 받았으며, 롯데케미칼 기업 PR 캠페인으로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해외특별상 New York Festival Prize: 금상>

을 수상했다.

롯데 WOW 포럼 2019년 여성인재육성지표 대상

대홍기획이 2019 롯데 와우(WOW: Way of Women) 포럼에서 <여성인재육성지표 대상>을 받았다. 롯데 와우 포럼은 조직 내 리더로 활동하는 여성 연사들의 이야기를 롯

데그룹 여성인재와 공유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홍기획은 여성인재 승진율과 직책자 비율 등의 양적·질적 지표와 더불어 가족친화지표(남성육아휴직 

실시율, 육아휴직 복귀 후 재직률), 여성친화지표(여성친화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인재육성지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홍기획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홍기획 사내 봉사동호회 <나눗셈>이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봉사를 진행

했다. 대홍기획 등 DCG 임직원과 가족 24명은 11월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진행

된 나무숲 만들기 봉사에 참여해 약 60그루의 묘목을 심고, 노을공원 시민모임

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대홍기획은 사내 동호회를 주축으로 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

난 10월에는 꽃꽂이 동호회 <플로리스트> 등 20명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

모 가족에게 응원과 격려의 의미를 담은 꽃바구니를 제작해 전달했다. 지난해부

터 대홍기획은 미혼 양육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홍기획이 연말연시를 맞아 <DCG 산타위크>와 사내 라이브방송 대

홍TV 등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 천만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대홍

기획은 지난 2013년부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기부

하는 급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임직원

의 기부액만큼 회사가 추가로 기부를 하는 매칭그랜트를 통해 더 큰 

기부액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이 즐겁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내 캠페인 

<DCG 산타위크>와 지난 12월 방송된 대홍TV - 대홍쇼핑을 통해 

총 천 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봉사동호회 <나눗셈> 나무숲 만들기 봉사 대홍기획, 유니세프에 대홍TV 및 산타위크 후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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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이번 호  ‘Special Issue’는 ‘TREND 2020’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해의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고 새로운 한해를 전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14년째 내놓고 있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최지혜 연구위원이 국내의 소비트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다. 특별히 

감사드린다.

안원경 / STYLUS 트렌드 컨설팅 그룹 한국 대표

2020년에는 과연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런던에 본사를 둔 트

렌드 컨설팅사 스타일러스(Stylus.com)는 변화하는 소비자 마인드와 라이프스

타일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의 트렌드와 브랜드의 역할에 대한 7개 키워드를 뽑았

다. 이를 번역하고 요약정리한 안원경 한국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황인선  / 서울혁신센터장       신현암  / 팩토리8 대표

두 분은 만 1년 동안 ‘Culture Recipe’와 ‘Inside Marketing’ 칼럼을 통해 광

고, 마케팅인들에게 많은 화두와 시사점을 던져주셨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지로, 오프라인에서 발간되던 본보가 내년부터는 웹진으로 새롭게 거듭나

게 되면서 부득이 이번 호를 끝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됐다. 그 동안의 노고

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박윤진CⓔM  / 컨텐츠2팀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광고의 날’ 기념 광고 제작에 참여한 박윤진 CⓔM. 광

고의 날을 맞이하여 느낀 광고인으로서의 소회와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해준 인

터뷰가 이번호 지면을 빛내주었다. 

PHOTO ESSAY
글&사진_ 어카운트솔루션5팀 이혜승 CⓔM

I’m pine. Thank you, and you?

PHOTO ESS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