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팹시챌린지: 이야기, 음악, 스포츠, 기술. 디자인, 목적 

-펩시가 진행하는 사상 가장 야심 찬 소비자참여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오늘에 충실하게 

살고["리브포나우(Live For Now)"] 세계적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행사에서 놀라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 신기술과 글로벌 수퍼스타들과 함께 한다 

퍼체스, 뉴욕주, 2015년 3월 11일 /PRNewswire/ -- 샵펩시챌린지(#PepsiChallenge)에 참여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라. 

세계적이면서 지역적 특성도 있는 다양한 콘텐츠 지향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인습에서 벗어나며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만들고 진정으로 오늘을 살도록["리브포나우(Live for Now)"]하는 사상 최대의 

소비자 참여 행사 펩시챌린지(Pepsi® Challenge™)는 펩시의 상징이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어 2015년 내내 

이어진다. 펩시의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상에서 전세계의 유명 홍보대사와 함께 진행될 이 

샵펩시챌린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인생의 놀라운 경험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 색다른 도전에 나서게 된다. 

펩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문화행사 펩시챌린지의 2015년 소비자 주도형 콘텐츠 지향 행사는 

우주영상, 일생에 단 하나뿐인 음악행사, 특별 스포츠행사와 모든 지역사회를 밝게 빛나게 할 글로벌 

운동으로 진행된다. 

펩시코의 글로벌 음료사업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수석부사장인 크리스틴 패트릭(Kristin Patrick)은 

"펩시챌린지는 당사 브랜드 자산의 대표주자로 여러 면에서 우리의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었다"면서 "우리가 전세계 소비자들과 이야기 하면서 그들에 있어 오늘날의 챌린지의 의미를 물었을 

때 소비자들은 인습에 도전하고 색다른 일에 나서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 감명을 받아 맛의 차원을 뛰어 넘어 펩시챌린지에 신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경험의 수분작용을 잉태케 하는 이벤트, 지역과 사회가 호응하는 행사, 우리 자신과 팬들과 현재의 인습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에 도화선을 놓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5 펩시챌린지 

글로벌챌린지 행사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기술, 음악, 스포츠와 디자인의 모든 팝컬쳐 분야를 통해 

진행되며 전세계 펩시의 소셜네트워크 채널과 www.PepsiChallenge.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챌린지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기술: 어스캐스트(UrtheCast)와 새롭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협업을 하며 동사는 전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풀칼라 울트라 고화질 비디오 카메라를 제공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탑재된 

어스캐스트의 고화질 비디오 카메라와 중급해상도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우주 영상을 통해 

펩시는 사상 최초의 우주 서사영화로 기존 생방송의 한계에 도전한다. 

http://www.pepsichallenge.com/
http://www.pepsichallenge.com/


 음악: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축제로 잊지 못할 추억을 

주는 록인리오브라질(Rock In Rio Brazil)를 통해 최고의 공연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스포츠: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스포츠 영웅들이 펼치는 전혀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 행사와 

다양한 체험 

 디자인: 팬들이 자신들의 창조적인 디자인과 재능으로 펩시 음료 캔표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특별한 기회 

글로벌챌린지행사는 각 지역시장의 고유한 특색에 맞는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전세계의 사례에는 

"크래시더펩시IPL(Crash the Pepsi IPL)"이라고 하는 인도의 3개월 챌린지 캠페인으로서 2015 펩시 

인도프레미어리그(IPL)시즌 중 방영될 펩시의 광고를 소비자들이 제작하고 제출하는 행사와 태국의 

지역특산 음식 챌린지 행사, 라기라리프레스칸토(La Gira Refrescante)와 연계하여 진행될 라틴아메리카 

여름 음악 챌린지 행사가 있다. 

펩시챌린지 홍보대사 

모든 글로벌챌린지행사는 글로벌 펩시 홍보대사가 진행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명성과 인습에 도전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된 글로벌 홍보대사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미상을 여덟 번 수상한 엔터테이너로 세계적으로 음반을 6천5백만장 이상 

판매한 어셔(Usher) 

 19번이나 테니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으며 역사상 최고의 여자 테니스선수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는 세레나 윌리암스(Serena Williams) 

 콜롬비아 출신의 신예 축구 수퍼스타로 2014년 월드컵을 빛낸 레알마드리드의 하메스 

로드리게스(James Rodríguez) 

 현존하는 가장 빠른 인간이며 올림픽 금메달 6관왕인 우사인 볼트(Usain Bolt) 

 디젤, 유니클로와 레이디가가와 협업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패션 에디터인 니콜라 포미체티(Nicola Formichetti) 

 모바일 작가이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는 영상작가로 국제적인 소셜미디어 

현상을 이끄는 제롬 자르(Jerome Jarre) 

어셔는 "나는 일생 동안 목적을 갖고 매일의 삶에 영감을 불어 넣었으며 아티스트로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열정으로 사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면서 "펩시와 팀을 이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전에는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챌린지 다크네스(Challenge Darkness) 

모든 각각의 샵펩시챌린지를 한데 묶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임팩트를 주어야 

한다. 라이터오브라이트(Liter of Light)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펩시는 플라스틱 음료용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전등이 필요한 지역에 경제적인 태양광 조명설비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라이터오브라이트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명설비를 무상으로 브라질, 인도, 케냐,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집트, 파키스탄과 필리핀 등 18개 이상의 국가에 공급했다. 펩시코와의 기존 

파트너쉽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전세계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샵펩시챌린지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마다 펩시는 라이터오브라이트에 1달러씩을 기부하여 

전등이 가장 필요한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게 된다. 

360개의 통합 글로벌 펩시챌린지 프로그램에는 몇몇의 글로벌 텔레비전 상업광고, 디지털콘텐츠, 

소비자참여 프로그램, POS광고, 특별포장, 가족과 디지털, 소셜네트워크 상의 견실한 파급 프로그램 등이 

있다. 팬들은 www.PepsiChallenge.com를 방문은 물론 자국의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상에 

펩시를 팔로우함으로써 샵펩시챌린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펩시코에 관하여 

펩시코의 제품은 전세계의 20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에서 매일 10억회에 걸쳐 절찬리에 소비되고 있다. 

펩시코는 2014년 프리토레이, 게토레이드, 펩시콜라, 퀘이커와 트로피카나와 같은 음료와 보조식품 등의 

판매로 660억 달러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펩시코의 제품은 년간 추정 소매 판매액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인 22개의 브랜드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즐기는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포함하고 있다. 목적이 있는 

성과(Performance with Purpose)가 펩시코의 슬로건으로 주주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최고 

등급의 재무성과를 시현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이다. 이 목적이 있는 성과는 간식과 건강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식품과 음료의 공급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당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전세계 당사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제공하며 당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사회를 존경하며 지원하고 그 곳에 투자하고 있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www.pepsico.com를 방문하기 바란다. 

 

연락처: 펩시코: 니콜 트로노론(Nicole Tronolone)/이메일 Nicole.Tronolone@pepsi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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