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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스타트업

선수단��안녕하세요��

한바탕 비가 오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출퇴근길에는 꽤 쌀쌀하네요.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

고 날이 건조하니 수분 보충도 틈틈이 해주세요. 

최근 음주 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주류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간 보수

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주류업계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주류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이 주

목돼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혁신의 DNA를 타고난 스타트업들이 국내 주류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

러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주류�스타트업

주류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와�플랫폼들은�주류업계의�역동적�변화와�성장을�함께�하고�있어요��대표적으로��벨

루가�브루어리�는�보수적인�주류�유통업계의�정보�비대칭성�해소를�목표로�온라인�플랫폼을�운영하고�있으며��데

일리샷�은�주류�프리미엄�서비스를�표방하는�앱으로�최근�주류의�스마트오더�허용에�힘입어�신규�서비스를�개시

하기도�했죠��하지만�주류에�대한�규제는�업계의�혁신을�막고�스타트업에게�족쇄로�작용하기도�하는데요��일례로

캡슐형�수제맥주로�유명한��인더케그�가�있어요��인더케그는�수제맥주�캡슐을�개발해�국제가전박람회�CES�에서

혁신상까지�받으며�국제적으로�인정을�받았지만�국내의�보수적인�규제에�막혀�국내 진출이 무산될 뻔했어요�

겨우�국내에�진출한�인더케그의�가시밭길은�여전히�진행�중이라�하는데요��더�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에서�확인

해보도록�해요�

http://www.living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0


- 주류 시장에 부는 창업 붐 (주간동아, 2020-02-03) 

- [비바100]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 “주류 슈퍼앱 기대하세요” (브릿지경제, 2021-04-07) 

- 주류 도매 유통의 새로운 꿈을 꾸는 벨루가브루어리 (매일경제, 2021-04-07) 

- 와인·맥주·위스키로 번지는 '스마트오더'…규제 푼 결과가 편한 음주? (한국세정신문, 2020-12-16) 

- 이런 황당규제…캡슐맥주 기업에 "술 저장창고 만들라" (매일경제, 2021-02-02) 

- 안면인식으로 성인인증...AI 주류 무인판매기 나왔다 (ET뉴스, 2021-03-24) 

�전통주�구독서비스

전통주와�관련된�대표적인�서비스는�아마�구독서비스가�아닐까�해요��전통주�구독서비스는�통신판매가�가능하다

는�전통주의�장점을�잘�살린�서비스인데요��조금은�어렵고�고리타분하게�느껴지는�전통주를�소비자가�쉽게�접근

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하며�산업�전체의�성장에도�크게�기여하고�있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

품산업통계정보의�분석에�따르면�코로나19�이후�전통주�소셜연관어로��혼술�과�함께��구독서비스�등의�키워드가

떠올랐다고도�해요��이는�그만큼�전통주와�구독서비스가�함께�연상되는�경우가�많음을�반증해요��특히�술담화는

택배�상자를�열어보기�전까지�술의�정체를�알�수�없는��블라인드�큐레이션���감성적인�디자인과�풍부한�콘텐츠�등

차별화된�구독서비스를�내세웠는데요��소비자들의�반응이�뜨겁자�이를�벤치마킹한�후발주자들이�연일�생기는�등

�전통주�구독서비스�라는�산업�자체가�태동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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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406010001336
https://mirakle.mk.co.kr/view.php?year=2021&no=333227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762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2/110717/
https://www.etnews.com/20210324000066


- 전통주 ‘구독서비스’ 타고 홈술족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2020-11-29) 

- 전통주로 찾는 나만의 ‘인생술’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04-08) 

- 인생술이 집으로 온다...'술담화' 창업 스토리 (지디넷코리아, 2021-04-08) 

- “술 마시면서 감성 읽어요” 전통주 구독 서비스 ‘주간감성’ 론칭 (더퍼스트미디어, 2021-03-19) 

- 청정영농조합, 주조사의 정성 담은 전통주 구독 서비스 '미술관' 선보여 (컨슈머타임스, 2020-11-23) 

��금주의�업계�소식

https://www.fnnews.com/news/202011291650264850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129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72721
https://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72594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827


- 구스아일랜드, 가로수길에 팝업스토어 오픈 (파이낸셜뉴스, 2021-04-12) 

- 현대백화점, 수제 맥주 '꽃봄에일' 판매 (연합뉴스, 2021-04-06) 

- [단독]“‘알바 라이더’ 이젠 술도 배달한다”…배민 주류 배달 허용 (헤럴드경제, 2021-04-07) 

- "카스 판매 거부" 오비맥주 가격 인상에 유흥업소 보이콧 선언 (조선비즈, 2021-04-08) 

- 호가든 신제품 '보타닉' 세계최초 한국 출시…허브향 (뉴시스, 2021-04-06) 

- GS25, 홈술의 전문화..칵테일 주류 매출 225% ↑ (파이낸셜뉴스, 2021-04-09) 

-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식품업계, '모먼트 마케팅' 바람 (뉴시스, 2021-04-09)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fnnews.com/news/2021041211225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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