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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8

주류업계와�사회적�영향

선수단,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저번 주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영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번 주는 주류업계의 사회적 공헌 활동 사례들을 위주로 정리해 봤어요. 주류업체들 역시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크게 기업형 주류업계와 수제 주류업계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

 

수제 주류업계의 경우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양조협회에서는 크래프트 맥주의 특징으로 ‘자선활동·기부·자원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명시하기도 했어요. 반면 대규모의 기업형 주류업체는 대중을 타깃으로 하기에

특정 커뮤니티에 제한을 두기보다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
진해요.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각 사례를 더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그럼�오늘도�모두�Happy�Hump�Day��

�수제�주류업체

수제맥주�및�사이더�업체들은�대부분�자신이�속해�있는�지역�공동체에�뿌리를�깊게�내리고�있어요��해당�지역의�농

산물과�인력을�활용하는�등�긴밀한�협력관계에�있기�때문에�지역과의�상생을�모색하려는�노력과�의지가�강하죠�

가령�미국의�Portland Cider Co.에서는�지역�과수원의�낙과들을�기부받아�사이더를�생산하고��해당�매출분을�지

역의�소외계층을�위해�사용하고�있어요��여기서�수제�주류업체의�특징이�한�가지�더�나오는데요��바로�사회�소외층

들에�대한�공헌�활동이에요��수제�주류업계�자체가�대기업�위주의�주류시장에서�언더독이다�보니�여성��유색인종�

성소수자�등�다양한�소외계층을�대변하여�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는�경우가�많아요��구체적인�내용은�아래�기사

들에서�확인해�볼까요�

https://www.brewersassociation.org/statistics-and-data/craft-brewer-definition/
https://www.portlandcider.com/hungerfreekids


-�[더오래]'블랙 이즈 뷰티풀'…양조장이 소외층을 돕는 이유��중앙일보��2020-07-02)��

- 맥주로 인종 차별을 비판하고 동성애 혐오를 비틀다 (Huffpost, 2018-07-30)  

- 국내에 불어오는 핑크 부츠 바람 - 여성 양조사를 위한 핑크부츠 블렌드 홉 프로젝트 (비어포스트, 2020-08-

28)  

- 5 Craft Cideries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Cider Culture, 2020-10-02)

- Craft Beer, Represent: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diversity in the brewing industry (the Growler, 2020-07-

31) 

- The Beer Industry Looks for Ways to Help Black Brewers (The New York Times, 2020-08-28) 

�대규모�주류업체

대규모�주류업체의�경우�타깃�소비자와�규모�자체가�광범위하다�보니�사회공헌�활동도�체계적이고�포괄적으로�접

근하는�경우가�많아요��가령�오비맥주는�사회공헌�브랜드를�별도로�두어�통일성�있고�체계적인�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죠��기업형�주류업체가�주로�집중하는�사회공헌�활동은�건전한�음주문화의�전파��농업�지원��환경보호�활동

등으로�사회나�산업�전반에�영향을�끼칠�수�있는�내용들이�많아요��대표적으로�기네스는��기네스�클리어�라는�캠

페인을�통해�과음을�지양하자는�메시지를�전달하기도�했고��AB인베브는�‘Smart Barley’�프로그램을�통해�농부들

을�위한�스마트팜�플랫폼을�구축하기도�했어요��더�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들로�확인해�보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15842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ab7dbe4b013392edfa337
http://beerpost.kr/index.php/beer/special/?mod=document&uid=669
https://www.ciderculture.com/5-cideries-giving-back/
https://www.growlermag.com/craft-beer-represent-the-importance-of-increasing-diversity-in-the-brewing-industry/
https://www.nytimes.com/2020/08/28/dining/drinks/black-owned-breweries.html
https://fortune.com/company/anheuser-busch-inbev/change-the-world/


-�[Editor's Pick] 고정관념을 깨자! - 시대의 흐름을 읽은 하이네켄의 변신은?��매드타임즈��2020-02-19)�

- 오비맥주, ‘물과 사람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동아일보, 2020-10-13)   

- 세계 1위 흑맥주 '기네스'가 투명한 맥주를 내놓은 까닭은? (브랜드브리프, 2019-12-13)  

- 오비맥주, '건전음주서 지역나눔까지' 사회공헌 차별화 (비즈니스워치, 2020-04-09)  

- Sustainability goals 2025: AB InBev commits to smart agriculture and circular packaging (Food Ingredients,

2018-03-22) 

- How a Community-Based Strategy Helped Kirin Create Shared Value (Sustainable Brands, 2016-11-30)  

��금주의�업계�소식

http://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3836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013/103399047/1
http://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0/04/09/0020
https://fif.cnsmedia.com/a/htDoqwv2eoM=
https://sustainablebrands.com/read/product-service-design-innovation/how-a-community-based-strategy-helped-kirin-create-shared-value


-�배상면주가 홈술닷컴, 주류업계 첫 당일 배송 서비스��연합뉴스��2020-10-19)�

- 디아지오코리아, '여행엔 기네스' 프로모션 (파이낸셜뉴스, 2020-10-16)  

- 롯데칠성 '블루문' 맥주, 브랜드 '굿즈' 고객 나눔 이벤트 개최 (라이센스뉴스, 2020-10-19)  

- 생활맥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부담없는 수제맥주” (세계일보, 2020-10-16)  

- 홈술엔 맥주보다 '와인'?… 올해 유통街 주류 대세는 '와인' (이코노빌, 2020-10-15)  

- 아듀! 옥토버페스트…호텔 별미로 소환하는 여행지 추억 (아시아경제, 2020-10-17)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7600030?input=1195m
https://www.fnnews.com/news/202010161035117266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3
http://segye.com/view/2020101650722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32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71434518447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