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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1

브랜드에�철학을�담다

선수단��안녕하세요��

선수단 여러분은 혹시 자주 찾는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앱을 참

애용하는데요, 좋은 물건을 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동네 이웃들 간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애착이 가더라

고요. 🥕 실제로 당근마켓은 소비자들로부터 ‘이웃 사이의 교류’를 돕고 ‘실용적이며 친근’하다는 평을

받으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중고거래 서비스로 꼽히기도 했어요.

당근마켓의 이런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당근마켓은 처음부터 이웃 간의 교류를 돕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이렇듯 확고한 미션과 철학이 있는 브랜드는 무수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더 나아가 충성도가 높은 팬층을 형성하기도 하죠. 최근 맥주도 하나의 취미

및 취향으로 인식되며 소비자들의 브랜드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수

많은 수제맥주 브랜드 중에서 우리 댄싱사이더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번 뉴스레터

를 읽으며 함께 생각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관여도:�재화나�서비스를�구매할�때�소비자가�정보�탐색에�시간과�노력을�기울이는�정도�

�사랑받는�브랜드

소비자로부터�신뢰와�감정적인�애착을�유발하는�것은�돈으로도�살�수�없는�브랜드�자산이에요��이를�성공적으로

해내는�브랜드들은�공통적으로�뚜렷한�철학이�있는데요��앞서�언급했던�당근마켓의�경우도�그�미션에�철학이�잘

반영되어�있어요���당근마켓은�동네�이웃�간의�연결을�도와�따뜻하고�활발한�교류가�있는�지역�사회를�꿈꾸고�있

어요���그�외에도�제품의�본질에�충실하기�위해�로고를�지운�무인양품이나��단순함��창의성��인간애�라는�3가지

원칙을�고수하는�애플이�대표적으로�사랑받는�브랜드죠��모나미와�같이�업력이�긴�기업들도�브랜드의�본질과�철

학을�재정의하는�노력을�하고�있다는데요��더�자세한�사례들을�아래�기사로�확인해볼까요�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6/65017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3045&cid=40942&categoryId=40942
https://www.notion.so/df92f5b537a548b2a652b9e502ea13f9


-�[마케팅 인사이드] '판매보다 철학' 브랜드 마케팅 깊어졌다��이코노빌��2018-09-30)�

- 허홍범 당근마켓 전략팀장 “성공비결은 '커뮤니티'…지역기반 생활플랫폼 될 것” (뉴스웍스, 2020-07-20)  

- 무인양품의 성공비결 '노 로고, 노 디자인, 노 마케팅' (아시아경제, 2020-03-06) 

- 브랜딩은 하나의 핵심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에어비앤비 Airbnb (패스트캠퍼스, 2017-02-27) 

- [칸 라이언즈 2019] "단순한 것은 어렵다"… 애플이 이토록 'simple'에 집착하는 이유 (뉴데일리경제, 2019-07-

05) 

�제주맥주가�그리는�미래

국내�수제맥주�업계에서도�눈에�띄는�행보를�보이는�업체가�있어요��바로�제주맥주인데요��제주맥주는��제주�의

이미지와�지역�원재료를�차별점으로�내세운�브랜드죠��사실�제주도는�물류비가�많이�들어�제조업에겐�좋은�위치

가�아니지만�제주맥주는�처음부터�뚜렷한�미션을�가지고�제주에�터를�잡았다고�해요���수제맥주로서�로컬�콘텐츠

를�살리자�는�철학에�기반하여�양조장을�관광�콘텐츠화하고��제주맥주�한�달�살기�와�같은�프로모션도�탄생한�거

죠��뿐만�아니라�맥주를�단순히��술�이�아닌�미식�및�문화로서�콘텐츠화�하자는�미션�아래�음식과�궁합이�좋은�양조

레시피를�연구하고�다양한�콘텐츠를�제작하는�등의�노력들을�이어가고�있어요��제주맥주의�이야기가�더�알고�싶

다면�아래�기사들을�확인해보세요�

-�‘인생 맥주’에 콘텐츠를 더하다…제주 공장 투어·원데이클래스 운영��한국경제매거진��2020-11-02)�

- 제주맥주, 제주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국제뉴스, 2020-07-28)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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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article/2019051316082860983
https://media.fastcampus.co.kr/insight/branding-airbnb/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05/2019070500002.html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11020130100010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756


- [장수브랜드 탄생비화]국내 수제맥주 대중화 이끌어 낸 '제주 위트 에일' (뉴시스, 2020-10-25) 

- 제주맥주가 제주를 담는 방법 (벤처스퀘어, 2018-08-29) 

��금주의�업계�소식

-�가을 감성을 더하는 11월 신상 전통주��더술닷컴��2020-11-03)�

- [술 뉴스레터]코로나 시대, 내가 마실 술은 내가 만든다 (조선비즈, 2020-11-09) 

- 곰표·말표 이어 유동골뱅이맥주…편의점, 이색 맥주 경쟁 (연합뉴스, 2020-11-04)  

- 제주맥주, 현대카드와 손잡고 '아워 에일'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0-11-03) 

- “겨울 시즌 잡자”…월동 준비 나선 식품·외식업계 (아주경제, 2020-11-03)  

- 깔루아, 서울 유명 카페와 함께하는 ‘커피 칵테일’ 메뉴 한정 출시 (소믈리에타임즈, 2020-11-06)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9E%A5%EC%88%98%EB%B8%8C%EB%9E%9C%EB%93%9C-%ED%83%84%EC%83%9D%EB%B9%84%ED%99%94%EA%B5%AD%EB%82%B4-%EC%88%98%EC%A0%9C%EB%A7%A5%EC%A3%BC-%EB%8C%80%EC%A4%91%ED%99%94-%EC%9D%B4%EB%81%8C%EC%96%B4-%EB%82%B8-%EC%A0%9C%EC%A3%BC-%EC%9C%84%ED%8A%B8-%EC%97%90%EC%9D%BC/ar-BB1amu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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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90947
https://www.fnnews.com/news/2020110310480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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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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