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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4

신의�물방울��와인

선수단��안녕하세요��

봄 날씨가 올락 말락 밀당을 하는 가운데 쌀쌀한 출근길이 지속되고 있어요. 내일은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 모두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세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주종

인 ‘와인’에 대해 다뤄보려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맥주와 와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인 업계의 동향도 전략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의 수입 물량과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해

요.  와인이 집에서 분위기를 내기 위한 가성비 좋은 술로 어필이 되며 주류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

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편의점, 마트 등 유통 업체들의 발 빠른 전략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리고 해

외 시장에서 와인 업계의 움직임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업계�동향

우리나라에선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와인 시장이 급성장했는데요, 초저가 와인 출시 및 채널 접

근성 확보로 와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중저가 와인으로 고객층을

확장하는 전략이 주효했어요. 세계 시장의 경우 작년 와인 소비량이 전년대비 9.7%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올해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돼요. 특히 스파클링(발포성) 와인은 우리나라와 세

계 시장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스파클링 와인 수입 금액은 전

년 대비 약 8% 감소한 반면 세계 시장에선 스파클링 와인의 성장세가 가장 기대된다는 전망이에

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는 상황과 인식이 제한적이지만 와인이 이미 대중

적인 해외에서는 스틸와인*보단 스파클링 와인이나 로제 와인 등 색다른 와인을 즐기는 추세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스틸와인�still�wine���발포성이�아닌�일반�와인

https://www.yna.co.kr/view/PYH20210104141900013


- 커피보다 싼 3900원…롯데마트 '초저가 와인' 승부 (한국경제, 2021-01-13) 

- [스타트업 41]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왜 와인에 승부를 걸고 있나 (모비인사이드, 2020-01-20) 

- 4900원 와인의 비밀은…'자동화·대량매입' (매일경제, 2020-08-02) 

- 2020년, 숫자로 정리하는 와인 시장 (마시자매거진, 2021-01-13) 

- Global wine trends to watch in 2021 (IWSR, 2021-01-21) 

🤳�파생�서비스

와인�업계에�큰�변화가�일며��관련이�있는�파생�스타트업들도�주목을�받고�있어요��우리나라에선�데이터�기반의�와

인�추천�서비스를�제공하는��와인그래프�가�작년�11월�벤처캐피털로부터�투자를�유치하였고��취향에�맞는�와인과

음식�페어링을�추천해주는�서비스인��푸드앤소믈리에�는�삼성전자�사내벤처�팀으로�시작해�CES�2021까지�진출

하게�됐다고�해요��최근�미국에서도�와인과�관련된�테크�서비스들의�움직임이�활발한데요��특히�카메라�스캔�기반

의�와인�리뷰�앱인��Vivino�비비노��가�천억�원대의�투자�유치에�성공했다는�소식이�들려와요��또�데이터�기반

D2C�와이너리인��Winc�윙크��는�작년�크라우드펀딩을�통해�60억�규모의�증자에�성공했다고�해요��이러한�와인

관련�서비스들은�소비자들이�와인을�더욱�쉽게�접근하고�더�풍성하게�경험할�수�있도록�도와�산업�전체의�성장에

기여한다는�평도�받고�있어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364191
https://www.mobiinside.co.kr/2020/01/20/min-wine/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789939/
http://mashija.com/2020%EB%85%84-%EC%88%AB%EC%9E%90%EB%A1%9C-%EC%A0%95%EB%A6%AC%ED%95%98%EB%8A%94-%EC%99%80%EC%9D%B8-%EC%8B%9C%EC%9E%A5/
https://www.theiwsr.com/global-wine-trends-to-watch-in-2021/


- 와인 추천 O2O 서비스 ‘와인그래프’, 투자 유치 (벤처스퀘어, 2020-11-16) 

- 빛나는 C랩의 아이디어, 세계인의 무대에 서다… CES 2021 (삼성뉴스룸, 2021-01-06) 

- “와인은 어렵다? 퍼플독에서 정기구독 하세요” 박재정 (주)퍼플독 대표 (월간식당 네이버 포스트, 2020-06-15) 

- ‘와인계의 넷플릭스’, 밀레니얼 홈술족을 위한 와인 정기 배송 서비스 (Stone Brand Communication) 

- Vivino raises $155 million for wine recommendation and marketplace app (Techcrunch, 2021-02-03) 

- Data-driven Winery Winc Raises Over $5.3M in Equity Crowdfunding (The Spoon, 2020-03-27) 

��금주의�업계�소식

- ‘홈술족 집중 공략’ 이마트24…이번엔 ‘전통주’ 선보인다 (시사오늘, 2021-02-22) 

- 더쎄를라잇브루잉,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제맥주' 개발협력사 모집나서 (머니에스, 2021-02-20) 

- 클럽하우스서 다양한 주제로 전통주 알리는 '클하 인싸' 구아윤씨 (매일신문, 2021-02-18) 

- 맥주 주세 1㎘당 83만4400원…4100원 올라 (식품저널뉴스, 2021-02-17) 

- [응답하라, 우리술 188] 지난해부터 기지개 켜는 국산 ‘진’ 시장 (대한금융신문, 2021-02-22) 

- 폐 양조장 복원 '강원막걸리학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승부 (오마이뉴스, 2021-02-20)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venturesquare.net/817789
https://news.samsung.com/kr/%EB%B9%9B%EB%82%98%EB%8A%94-c%EB%9E%A9%EC%9D%98-%EC%95%84%EC%9D%B4%EB%94%94%EC%96%B4-%EC%84%B8%EA%B3%84%EC%9D%B8%EC%9D%98-%EB%AC%B4%EB%8C%80%EC%97%90-%EC%84%9C%EB%8B%A4-ces-202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37064&memberNo=36529745
https://stonebc.com/archives/19087
https://techcrunch.com/2021/02/03/vivino-raises-155-million-for-wine-recommendation-and-marketplace-app/
https://thespoon.tech/data-driven-winery-winc-raises-over-5-3m-in-equity-crowdfunding/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29
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21815488058474&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1021715511462363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77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08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