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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6

수제�맥주��유니콘이�될�수�있을까�

선수단��안녕하세요��

10월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네요.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하니 모두 건강 관리

에 유의하세요 🤧. 쌀쌀해진 날씨와는 대비되게 수제 맥주 시장은 활활 열을 내고 있다는데요, 최근 수

제 맥주 산업이 활기를 띠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수제 맥주 업체에 벤처캐피탈* 투

자가 이뤄지는 한편,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유니콘* 지원사업에 맥주 스타트업이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

어요. 

이러한 흐름은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수제 맥주 업계에 호재이지만, 수제 맥주 시장을 단순히 비즈니스

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성공의 기준이 수제 맥주 업체가 지

향해야 하는 성공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수제 맥주의 비즈니스 이

야기’,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함께 파헤쳐 볼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 혹은 기업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수제�맥주의�투자�소식

최근�몇�년�내에�수제�맥주�업체의�인수�및�투자�사례가�두드러지는�추세예요��가장�대표적으로는�오비맥주의�핸

드앤몰트 인수 사례가�있죠��최근에는�카브루��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더쎄를라잇브루잉�등�수제�맥주�업체의

성공적인�투자�유치가�이어지고�있어요��투자�및�지원이�집중된다는�것은�그만큼�산업의�성장성이�유망하다는�반

증이기도�해요��한국수제맥주협회는�수제�맥주�시장이�향후�3000억�원까지�성장할�것이라�전망했다는데요��더�자

세한�수제�맥주�산업의�소식들을�기사로�확인해보세요�

https://paxnetnews.com/articles/65317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7/2020071700129.htm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66&cid=40942&categoryId=31828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925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40219283172011


-�외형 성장 수제맥주 투자 '봇물'��EBN��2020-09-29)�

- 수제맥주 시장 4년 후 3000억으로 커진다…주세법 개정ㆍ홈술 트렌드 덕 (이투데이, 2020-10-02) 

-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 예산에 아시아 최대 공장 짓는다 (세이프타임즈, 2020-09-18) 

- 수제맥주 카브루, 60억 투자 유치.. 신규 브루어리 착공 (파이낸셜뉴스, 2020-09-16)   

- 국내 수제맥주 업체 펀딩 현황 (2020년 6월 기준) (맥아스터디, 2020-06-04) 

�수제�맥주의�딜레마

여러�투자�사례는�수제�맥주�업계에�희소식임이�분명하지만��수제�맥주�본연의�정체성을�잃을�수�있다는�우려�섞인

목소리도�제기되고�있어요��외부로부터�투자금이�유입되는�경우�가시적인�성과를�위한�경영을�하게�될�가능성이

생기고��이가�다양성�및�장인�정신을�강조하는��크래프트�정신�을�저해할�수�있다는�거예요��대규모�주류업계에�인

수되는�사례도�비슷한�맥락에서�우려가�제기되고요��수제�맥주�산업이�먼저�성장한�외국에서도�이미�비슷한�논쟁

이�있었는데요��국내외의�다양한�의견들을�살펴보도록�할까요�

-�수제맥주 판 커지는데...M&A 승부수 득일까 독일까��뉴스핌��2020-09-01)�

- [이슈&인물]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장 “수제맥주 전성시대…글로벌 시장 진출도 꿈꿔요”-“소규모·독립성·지

역성이 크래프트맥주 정신”…최근들어 거대자본 인수 사례, 다양성 훼손 우려 (이투데이, 2020-07-23) 

- [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맥주 이야기] 양조 철학 잃은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맛 잃을라 (서울신문, 2018-06-01) 

- Opinion: The most important part of any craft beer M&A deal: Keep it local (Market Watch, 2020-04-09)  

- 日 수제맥주 딜레마 "덩치 키우려니 개성 사라질까 걱정" (매일경제, 2017-09-08)  

https://ebn.co.kr/news/view/1453009
https://www.etoday.co.kr/news/view/1946155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23
https://www.fnnews.com/news/202009160942253861
https://mac-a-study.tistory.com/6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25001002
https://www.etoday.co.kr/news/view/19215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2020002
https://www.marketwatch.com/story/the-most-important-part-of-any-craft-beer-ma-deal-keep-it-local-2020-04-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9/603958/


��금주의�업계�소식

-�오산시, 9~10일 '드라이브스루 오색시장 수제맥주축제' 개최��파이낸셜뉴스��2020-10-06)��

- [단독]"이번엔 흑맥주"…CU, 곰표 맥주 후속작 '말표 맥주' 냈다 (뉴스원, 2020-10-06)  

- 코로나19가 맥주 사이즈도 바꿨다…우유갑 사이즈 맥주 나왔다 (서울경제, 2020-10-06)  

- 맛 좋고 성분까지 자연주의! 내추럴 한국 와인 (더술닷컴, 2020-09-28)  

- 올해 내내 '집콕'…편의점 소비 지형도 바꿨다 (파이낸셜뉴스, 2020-09-28) 

DCC News

🕺�차에서도�춤을

댄싱사이더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

지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요

리연구가 홍신애 대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솔트2호점'에서 진행이 된다네요. 한글날 연휴

에 서울 들리시는 선수들, 댄싱 드라이브에 동

참해보시겠어요?

�양조장�TMI

①최근 양조장에서 들려오는 BGM은 록산 선

수의 선곡이라 하네요.

②탱크나 토트를 씻을 때는 미러볼처럼 생긴

스프레이 볼을 사용해요.

③토트를 하나 씻을 때는 최대 1시간까지도 걸

릴 수 있다고 해요.

https://www.fnnews.com/news/202010061112063903
https://www.news1.kr/articles/?407885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0XXH5BA
https://thesool.com/20200928_05/
https://www.fnnews.com/news/202009281018561390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