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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9

업으로�바라본�주류업계

선수단��안녕하세요��

요새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미세먼지도 많아 공기가 탁하네요.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요. 

선수단 여러분은 ‘어디서 일을 하냐’는 질문에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사이더를 잘 모르는 사

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제맥주 업체와 비슷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럼 보통 ‘오 색다르고

멋있는데 힘들겠다’는 반응을 많이 듣게 되죠. 

수제 주류업계는 참 개성 있는 산업이지만, ‘크래프트’라는 본질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당 업계의 종사자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편이고요. 최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제 주류 스

타트업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이유와 어떤 목표로 수제 주류업계에 발을 들였을까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크래프트 술'을 업으로 삼는 다양한 사람과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들고 와봤어요. 우

리 선수단 모두 수제 주류업계의 종사자로서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

네요! 🧐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수제�주류업계�종사자

최근�수제맥주에�대한�관심이�늘고�시장이�커지면서�다양한�플레이어들이�등장하고�있어요��한국�최초로�크래프

트�진을�만든�업체도�있고��홈�브루어리�키트나�수제맥주�정기�배송�서비스를�지원하는�플랫폼도�두각을�나타내고

있죠��그�외에도�다양한�수제�주류업계�종사자들이�존재해요��이들은�다�각자의�계기와�각자의�목표로�수제�주류업

계에�발을�들였다고�하는데요��수제�주류업계의�다양한�종사자들을�아래�기사에서�더�만나볼까요�



-�국내 1호 여성 브루마스터 김정하 “내가 맥주를 시작한 이유”��예스티비��2019-09-06)��

-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진을 만나다 (드링킷, 2020-06-29)  

- “수제맥주 최고의 맛과 풍미 찾는 개발자죠” (스카이데일리, 2019-07-04)  

- [인터뷰] 대용량 수제맥주 키트의 혁신,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 (조세금융신문, 2020-02-06)  

- “바보야, 문제는 플랫폼이야” 폐쇄적 주류시장에 도전장 (아시아경제, 2020-07-30)  

- [직업의 세계] ‘맥덕’에겐 최고의 직장…수제 맥주 수입사에서 일하려면? 석진영 윈비어 대표 (한경 잡앤조이,

2020-09-07) 

�브랜드�스토리

우리�댄싱사이더와�가장�유사한�업체들은�한국에선�수제맥주�브랜드들이죠��그렇다면�한국의�수제맥주�브랜드들

은�어떤�목표와�철학을�가지고�탄생했을까요��어떤�사람은�창업의�아이템을�찾다가��또�어떤�이는�한국의�맥주�미

식문화를�선도하기�위해�수제맥주�업체를�창업했다고�해요��그런가�하면�대기업에�매각하거나��잘나가다�고전을

겪고�있는�수제맥주�업체도�있어요��다양한�수제맥주�브랜드의�스토리를�통해�우리는�어떤�자세로�업에�임하고�있

는지��또�어떤�목표와�철학을�가져야�하는지�생각해보는�기회로�삼아볼까요�

-�“로컬의 신선함과 스토리 녹인 ‘인생맥주’ 승부수”��헤럴드경제��2020-09-14)�

-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술은 신선식품” 수제맥주판 ‘마켓컬리’ 꿈꾼다 (중앙시사매거진, 2020-

07-27)  

- “국산맥주 맛없다는 편견에 사업 시작”-‘핸드앤몰트’ 설립자 도정한 이사 인터뷰 (헤럴드팝, 2020-07-17) 

- [Startup’s Story #454]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한다. 우주로 갈 때까지. (플래텀, 2020-02-28)  

- 맥덕에게 들려주는 더부스 앞 담화 (브런치 블로그, 2018-03-15) 

http://ch.yes24.com/Article/View/39771
https://dk.asiae.co.kr/article/202006290957552768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86008
https://tfmedia.co.kr/news/article.html?no=801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3016105919787
http://jobnjoy.com/portal/job/character_view.jsp?nidx=422672&depth1=1&depth2=2&depth3=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14000496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684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7161317102604968_1
https://platum.kr/archives/136576
https://brunch.co.kr/@gochall/15


��금주의�업계�소식

-�[Mint] 무알코올 위스키, 수제 맥주, 스파클링 저알코올 음료… “우리가 만든다”��조선일보��2020-10-26)�

- 카브루, 수제맥주 '뉴 잉글랜드 IPA'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0-10-22)  

- 오비맥주 유통 `스텔라 아르투아`, 이태원 소상공인 살리기 (디지털타임스, 2020-10-26)  

- 오비맥주, 백종원과 ‘포차720’ 유튜브 프로젝트 공개 (문화일보, 2020-10-22)  

- 안방에서 즐기는 맥주클래스…2020 온택트 에딩거 아카데미 성료 (아이뉴스24, 2020-10-23)  

- ‘직상장 도전’ 교촌, 중동·대만 진출하고 수제맥주 론칭한다(종합) (아주경제, 2020-10-22)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0/10/26/L7E7NIHWKFBOLJCAEZ5ITNEUH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www.fnnews.com/news/20201022092047821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2602109932727004&ref=naver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22MW152427229703
http://www.inews24.com/view/1309798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14945383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