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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5

전통주의�이모저모

선수단��안녕하세요��

선수단 여러분은 혹시 댄싱사이더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터넷에서 종

종 댄싱사이더를 다루는 기사나 SNS 게시글을 접하곤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흥미롭게 읽어보곤 해요. 보통 사람들은 댄싱사이더 제품이 전통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애플사이더’라는 주종이나 젊은 감각의 디자인 자체가 통상 알고 있는 전통주와는 거

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꼭 우리 댄싱사이더뿐 아니라 ‘전통주’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요새 주류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에요. 

 전통주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

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단 점이 이목을 끌고 있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전통

주 부흥에 힘쓰다 보니 시장 자체에 플레이어가 많아지며 산업이 탄력을 받는 추세에요. 하지만 전통주

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전통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

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전통주가�뜬다

국내�소비자들의�기호가�다원화됨에�따라�전통주�시장�역시�다양해지고�있어요��댄싱사이더도�현재는�지역�특산

주로�분류가�되어�전통주에�해당이�되는데요��이처럼�전통주는�지역�특산물을�활용하는�경우가�많아�정부 및 지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있어요��국내에서�인터넷�판매가�허가된�유일한�주종이�전통주라는�점이�대표

적이죠��이러한�시장�상황과�정부�정책의�영향으로�점점�젊고�세련된�감각의�전통주가�늘고�있는�추세인데요��어떤

전통주들이�각광받고�있는지��아래�링크에서�확인해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WVVML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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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의 변신 (중대신문, 2020-03-29) 

- 올 명절은 젊은 ‘부산 전통주’ 어때요? (리더스경제, 2020-09-06) 

- 전국 전통주 무형문화재 지도 (더술닷컴, 2020-09-07) 

- [톡톡 지방자치] 구포맥주로 동네 알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매일경제, 2020-09-07) 

- 새로운 우리의 술 9 (GQ, 2020-09-06) 

�전통주의�파장

전통주에�다양한�특혜가�주어지다�보니�주류업계에선�전통주를�둘러싼�논의가�끊이질�않는데요,�특히�‘전통주의

범주’와�관련되어�많은�논란이�일고�있어요.�가령�애플사이더나�진과�같이�외국에서�넘어온�주종이�전통주로�인정

되는�것이�합당한지�의견이�분분해요.�전통주의�한�종류인�‘지역 특산주’는 ‘민속주’와는�다르게�주종이�크게�중

요하지�않아요.�민속주는�전통문화를�보호하고�진흥하는�차원에서�선정되지만�지역�특산주는�지역�농산물을�활용

해�농업인의�부가소득을�늘리자는�취지에서�선정이�되죠.�따라서�각�목적에�맞는�접근이�필요하다는�게�주된�의견

이에요.�반면,�전통주의�특혜를�기회�삼아�다양한�도전을�하는�플레이어들도�있는데요,�전통주를�둘러싼�다양한�이

야기들을�아래�기사에서�더�살펴볼까요?�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전통주 온라인 판매기준이 이상하다��이티뉴스��2020-09-23)�

- 온라인 판매, 전통주 되는데 수제맥주는 왜 안될까? (중앙일보, 2019-01-17) 

- "종가세, 토종 증류식 소주 고급화 '발목'…종량세 적용해야" (한국세정신문, 2020-11-02) 

- [술 뉴스레터] 지역특산주, 이제는 자기의 길을 가야할 때 (조선비즈, 2020-12-07) 

https://weekly.donga.com/3/all/11/209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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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699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0198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전통주 ‘구독서비스’ 타고 홈술족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2020-11-29) 

- 전통주로 만드는 'K-칵테일', 언택트 시대 활용한 DIY 칵테일 배송 (소믈리에타임즈, 2020-12-07) 

��금주의�업계�소식

-�생활맥주, 배달 전용 수제 캔맥주 4종으로 확대��파이낸셜뉴스��2020-12-03)�

- 주류유통 플랫폼 벨루가브루어리, 500스타트업 투자 유치 (아시아경제, 2020-12-03) 

- “곰표 밀맥주 원해? 네이버를 열어” (시사포커스, 2020-12-03) 

- 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할 수 있다 (한국세정신문, 2020-12-02) 

-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오비 녹색병 맥주도 통할까 (더스쿠프, 2020-12-04) 

- 연말엔 집에서 칵테일 만들어볼까…GS25, 홈텐딩키트 완판 (매일경제, 2020-12-03)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fnnews.com/news/2020112916502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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