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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5

농업의�위기와�기회

선수단��안녕하세요��

어느덧 추석이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네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인 추석,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추석을 맞아 농사와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와봤어요. 우리 댄싱사이더는 농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농업은 사이더 양조의 기반이기도 하고 댄사 오피스는 논과 밭이 인접해 있어서 출근하

는 길에, 혹은 회의실 창을 통해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농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농업은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농사는 술 양조의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인류 생존의 첫 단계이기도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성

을 지니는 농업이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요. 농업의 위기는 무엇인지, 또 이에 사람들은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참, 선수단 뉴스레터는 추석 연휴에 한 주 쉬고 10월 7일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농업의�위기

최근�들어�농업의�중요성이�더욱�대두되고�있어요��저번�뉴스레터�#3�힘든�시기를�극복하는�방법�에서�장마와�코

로나19로�인한�농가�피해가�극심하다는�소식을�전해드렸었는데��이�피해는�결국�농촌을�넘어�도시��그리고�국가

전체의�안보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해요��환경�파괴와�기후�변화��전염병�등으로�몸살을�앓고�있는�농업의�모습을

살펴보고�이와�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의식들을�더�자세히�알아보도록�해요��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농업·농촌의 중요성��농기자재신문��2020-09-16)��

- 29년 차 농민의 한숨 "작물 괴사로 올해 폭망, 기후 위기는 농업 위기" (오마이뉴스, 2020-09-09)  

- 두려운 기후위기,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 (리얼푸드, 2020-09-18) 

- [국정감사 맥 짚기] 국가간 이동 제약으로 ‘식량안보·농업 인력 확보’ 주요 쟁점 (농민신문, 2020-09-18) 

- '자급률 46.7%'…코로나 장기화로 식량위기 발생하면 어떻게 (연합뉴스, 2020-09-16) 

- “농업·농촌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될 것” (한국농어민신문, 2020-07-21) 

��농업의�기회

농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도�이어지고�있어요��변해가는�기후에�맞춰�새로운�품종과�작물을�연

구하고�지속�가능한�친환경�및�유기농�농업을�시행하는�등�새로운�트렌드들이�생기고�있죠��또�농업에�기술을�접목

한�스마트�팜�Smart�Farm�*�역시�대표적인�솔루션으로�꼽혀요��그�외에도�농장을�하나의�복합문화공간으로�조

성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려는�시도도�이뤄지고�있는데요��다양한�모습으로�진화하고�있는�농업의�모습을

더�자세히�들여다볼까요�

*스마트 팜:�농장에�정보�통신�기술�ICT�을�접목하여�작물의�생육환경을�관리하고�농사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하는�등

지능화된�농업�시스템을�일컬어요�

-�[SPECIAL] 자동화로 생산량을 높이는 화훼 스마트팜 영농인��한겨레��2020-05-08)

- 코로나 이후 농업로봇·수직농장 투자 급증 (농민신문, 2020-09-09)

-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미래형 식물공장 들어선다 (IT조선, 2020-07-21)

- [WEEKLY 6차] 변화하는 ’농촌‘... 새로움으로 6차 산업 활기 불어 넣을까 (투데이코리아, 2020-09-11) 

- “30여개 편백체험” 6만명 찾고… “농장 카페” 매출 2배 넘게 뛰고 (동아닷컴, 2020-08-18)

- 아열대작물 연구는 장성에서...컨트롤타워, 2022년 들어선다 (조선일보, 2020-06-15) 

�금주의�업계�소식

http://www.newsam.co.kr/news/article.html?no=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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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26503/view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0718.html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45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8/10252461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3421.html


- 오비맥주, 추석맞이 스텔라 ‘헤리티지 챌리스 기프트팩’ 선봬 (브릿지경제, 2020-09-22) 

- 오비맥주, 캠핑족 위한 '버드와이저 그릴 패키지' 출시 (세계일보, 2020-09-22) 

- '청정라거' 테라, 생맥주 시장 확대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9-17) 

- 카브루, '구미호맥주 전용잔 패키지' 2종 출시 (뉴시스, 2020-09-22) 

-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알코올 스파클링 워터 '하드셀처' 대열 합류 (소믈리에타임즈, 2020-09-21) 

- 체코 '부드바르 맥주' 국내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0-09-22) 

DCC News

�축하합시다�

추석이 다가오고 새로운 제품들이 론칭되면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요!

생산팀 피셜, 택배량이 평소의 2~3배나 증가

했다네요. 택배 박스에 둘러싸여 있는 두희 선

수(와 청소하는 대웅 선수),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같기를 바라요~.

�댄싱사이더�워크숍�

다음 주 월요일, 댄사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댄

사의 에너지와 잘 어울리는 에버랜드에서 진

행이 된다고 해요. 놀이공원을 누비며 진행되

는 팀별 대항전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이벤

트팀 피셜, 총 3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풍문이..?!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920010004120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1509190?OutUrl=naver
https://www.fnnews.com/news/20200917181053697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2_0001174231&cID=13001&pID=13000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76
https://www.fnnews.com/news/202009221102343209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