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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

주류 업계의 변화 

선수단��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로 접어들며 충주에서도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여전히 태풍

과 폭염이 기웃거리지만, 그래도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주류 업계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뉴스레터를 채워봤어요. 최근 들어 주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국산 수제맥주 업계에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이 대세에요. 코로나

19가 주류 업계에 미친 영향,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생긴 주류 산업의 새로운 모습들, 주세법의 개정으

로 저렴해진 국산 수제맥주 이야기까지! 한 눈에 주류 업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해요. �

아 참, 맨 아래에 DCC News도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코로나19

코로나19는�경제�전반에�타격을�입혔고�주류�업계�역시�예외는�아니었어요��특히�식당이나�펍을�중심으로�유통되

는�생맥주의�경우�판매량이�급감하면서�많은�수제맥주�업체들이�골머리를�앓았다고�해요��하지만�코로나19로��홈

술�가정�내�음주�족�이�늘면서�편의점�및�대형마트로�판로를�확장한�수제맥주�업체와�온라인�유통이�가능한�전통

주�업체에게는�기회로�작용하기도�했는데요��코로나19로�인해�변한�주류�업계의�다양한�모습들을�기사로�더�확인

해보세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707Y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8202143005&code=920501


-�"코로나19, 수제맥주 시장 양극화 이끌어"��매일경제��2020-08-02)��

- '홈술' 확산에 온라인 판매 전통주 '인기' (매일경제, 2020-07-31)  

- [카드뉴스] 코로나19 이후 바뀐 미국 주류 소비문화 (식품외식경영, 2020-06-15)  

- 여름 성수기 놓친 맥주 시장, 어디서 돌파구 찾을까 (이뉴스투데이, 2020-08-20)  

-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국내 최초 `드라이브스루`로 맥주 판다 (매일경제, 2020-08-27) 

  트렌드 변화

사회�문화적인�변화�역시�주류�업계에�영향을�많이�미쳐요��최근�1인�가구가�증가하며�' 혼술족�이�늘고�주�52시간

근무제가�시행되면서�여가�생활로서�음주를�즐기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어요��또한�MZ세대*가�주요�주류�소비

층으로�부상하면서�새로운�음주�문화가�생기는�추세인데요��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아래�기사에서�확인해보세

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Z세대를�통칭하는�말로��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한�세대를�일컬어요��디지털�환경에

익숙하고�트렌드에�민감한�MZ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진입하면서�새로운�소비문화가�부상하는�추세에요�

-�남기지 말고 적당히! 주류업계, 저도주•소용량 소비 트렌드에 따라 '소용량' 제품 잇달아 출시��디지털조선일보�

2020-08-03)�

- 풍미 더한 無도주, 맥주시장 판 바꿀까 (서울경제, 2020-08-30)

- 재미있어야 팔린다…CU, 2030 '펀슈머' 공략 웹툰 맥주 출시 (한국일보, 2020-08-06)  

- 전통주, 밀레니얼 세대의 인기 얻고 구독자 3배 증가 [명욱의 술기로운 생활] (주간동아, 2020-06-23) 

- 와인 구입도 '스마트'하게...유통업계, 와인 선호 MZ세대 공략 '가속' (녹색경제신문, 2020-08-07)  

��주세법�개정

최근�들어�편의점에�수제맥주가�눈에�띄게�늘지�않았나요��국산�수제맥주�업체들이�수입맥주에�대항하며��4캔에

만�원��프로모션을�시작하는�등�편의점�맥주�코너의�강자로�떠오르고�있어요��이�모든�것이�가능했던�이유는�올해

부터�개정된�주세법�때문인데요��더�자세한�내용들은�아래�기사로�확인해주세요����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78914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7/783042/
http://www.foodnews.news/news/article.html?no=109554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93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8449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80243.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S447DJ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609430005349
https://weekly.donga.com/3/all/11/2099581/1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52


-�수입맥주 대신 수제맥주…주세법 개정에 ‘골든존(음료 진열대 인기 코너)’ 꿰찬 수제맥주��매경이코노미��2020-

07-06)

- 국산 맥주도 ‘4캔에 만 원’ 시대! 왜? (서울특별시, 2020-06-04)  

������

           DCC News           

�����������

 댄싱사이더 명함, 공개 임박! 
마케팅팀에서 곧 새로운 명함을 공개한다고

해요. 각자의 얼굴 일러스트가 들어간다니 벌

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선수들의 더욱 효

율적인 사이더 앰배서더 활동을 위해 멋진 명

함을 제작해주고 계신 마케팅팀에게 박수! 

 한 땀 한 땀, 복숭아 픽업 

우리 양조장 바로 옆에 복숭아 직판장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생산팀 직원들이

매번 복숭아 픽업을 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

나요? 지금까지 복숭아를 무려 2.3톤이나 직접

옮겼다고 해요.  곧 출시될 '치키피치'는 생

산팀의 장인 정신이 가득하네요. 

���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68886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8405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