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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주류시장

선수단��안녕하세요��

한바탕 황사가 휩쓸고 간 뒤 맑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충주 오피스에선 저녁마다 개구리 우는 소

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매년 겪는 계절의 변화들이지만 매번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의

미 없는 변화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일본의 주류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

그 주류 산업도 익숙한 듯 낯선 느낌이 들어요. 일본의 주류 시장은 구조가 어떤지, 또 최근 어떠한 변화

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수단 뉴스레터는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주 쉬고 5월 26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일본의�맥주시장

2019년�한국에서�일본�불매운동이�불거지며�가장�큰�피해를�입었던�소비재�중�하나가�바로�맥주였어요��그만큼

우리나라에선�일본과�맥주가�연상되는�경향이�강하다는�반증이기도�하죠��하지만�막상�일본�맥주의�세계적인�인

지도는�그렇게�높은�편이�아니에요��일본�맥주�시장의�규모는�연간�20조�원으로�우리나라보다�5배가량�크지만�수

출�규모는�전체의�5%�정도로�매우�적은�편이며��그중�절반�정도는�한국으로�수출된다고�해요��철저히�내수�시장

위주인�일본의�맥주시장은�점진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요��그�주요�원인들로는�인구의�감소�및�고령화�현상

과�젊은�층을�중심으로�변하는�음주�트렌드�등이�있어요��최근�일본에서는�주세법을�완화하여�맥주의�주세를�낮추

고�부원료�항목을�추가하는�등�우호적인�정책을�펼치고�있음에도�크게�활기를�띠지�못하고�있어요��반면�무알코올

맥주나�제3�맥주*의�판매량은�늘고�있다고�하네요�

*제3 맥주:�일반�맥주에�증류주��소주�등�알코올성�음료를�추가한�것으로��맥아�비율이�낮아�가격이�저렴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7/462529/


- 한국주류산업협회, “해외시장동향 – 일본 주류시장 동향”, 2015년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주류시장 현황 및 주세법 개정 영향”, 2017년 

- 일본, 김빠진 맥주시장 다시 살린다…내달 110년 만에 '주세 대개혁' (조선비즈, 2020-09-24) 

- Japanese beer market down 9 percent in 2020 (Brauwelt International, 2021-01-29) 

�일본�주류시장의�변화

일본의�맥주시장은�최근�코로나19의�파급으로�큰�변화를�겪고�있다고�해요��20년간�부동의�1위�자리를�지켜오던

아사히�맥주가�기린�맥주에게�그�자리를�빼앗긴�건데요��가장�큰�원인으로는�유흥�시장의�침체가�꼽혀요��고급�맥

주�브랜드를�추구하는�아사히�맥주는�요식업�시장의�비중이�높은�편인데�코로나19의�피해를�직격으로�맞은�셈이

죠��또한�아사히는��슈퍼드라이�라는�대표�브랜드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반면�기린�맥주는�발포성�유사�음료

등�카테고리를�꾸준히�확장하며�포트폴리오를�다각화해왔어요��이러한�차이가�코로나19로�인한�산업의�지각�변

동에�시장점유율을�역전시키는�결과를�일으킨�것이죠��또한�코로나19�이후�주류�트렌드의�변화도�가속화되고�있

는데요��레몬�사와*를�필두로�한�RTD�시장과�무알코올�주류�시장의�성장이�두드러진다고�해요��산토리의�조사에

따르면�2020년�일본의�RTD�시장은�2019년에�이어�전년�대비�10%�이상의�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전망돼요��또

한�코로나19�이후�수도권�등지에�논알코올�바들이�생기는�등�산업의�변화는�지속되고�있어요�

*사와:�소주와�탄산수를�섞은�뒤�과일�향을�낸�알코올�음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4/2020092402495.html
https://www.brauwelt.com/en/international-report/asia-australia/642583-japanese-beer-market-down-9-percent-in-2020?c=168
https://krill.tistory.com/19


- [DBR/Trend & Insight]선택과 집중, 참 좋긴한데… 위기엔 약했다 (동아닷컴, 2021-01-20) 

- 아사히가 '드라이'에 취한 사이…'라거病' 깬 기린, 20년 만에 1위로 (한국경제, 2021-03-07) 

- 혼술은 늘고, 건강은 챙겨야겠고… 무알코올 맥주 시장 폭풍성장 (조선일보, 2021-04-02) 

- 변화하는 일본 주류 시장, 2030은 맥주보다 이것! (코트라, 2020-05-25) 

- 일본 무알코올 맥주 시장동향 (코트라, 2021-03-29) 

��금주의�업계�소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19/105000477/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70920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4/02/RTU25UAIB5CN5GWCHWTXLQPIR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99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761&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0


- 교촌치킨, 인덜지 수제맥주 사업부 120억원에 인수 (연합뉴스, 2021-05-04) 

- '자존심보다 실리'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도 수제맥주 OEM 준비 (머니투데이방송, 2021-05-10) 

- 한국피자헛, 제주맥주와 협업 한정메뉴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1-05-07) 

- "4캔 만원도 비싸다"…이마트24, 맥주 4캔 9000원 행사 (머니투데이, 2021-05-06) 

- AI 주류판매 도입한 무인 편의점 국내 첫 선 (뉴시스, 2021-05-04) 

- 더쎄를라잇브루잉, 롯데칠성과 수제맥주 OEM 생산 계약 체결 (뉴시스, 2021-05-10) 

- 코트야드 남대문, 술펀과 함께 '땡큐 술마켓' 전통주 팝업 스토어 오픈 (비욘드포스트, 2021-05-04)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35600030?input=1195m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51015481785909
https://www.fnnews.com/news/20210507084553827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6083532381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4_0001430081&cID=10406&pID=13100
https://www.news1.kr/articles/?4301185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041246536754ecd436290_3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