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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0

술과�지역사회

선수단��안녕하세요��

지평막걸리와 제주맥주 그리고 한강주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주류 시장에서 최

근 핫한 플레이어들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기도 해요. 

 요새 편의점에서도 지역명이나 명소의 이름이 들어간 술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리

고 언제부터 이런 트렌드가 생긴 걸까요? 

사실 양조장과 지역사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 언론인인

제임스 팰로스(James Fallows)는 “성공한 소도시의 11가지 공통점”으로 수제 양조장의 존재 유무를 꼽

기도 했어요. 그는 ‘예외는 없을 것이니 찾아보라’는 사족도 덧붙였는데, 도대체 도시의 번영과 수제 양

조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술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들여다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지역과의�상생

지역의�특산주는�주로�로컬�농산물을�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생성하고�고용�창출에도�기여하기에�지역�경제

를�활성화하고�마을에�활기도�불어넣어주죠��뿐만�아니라�동네의�펍�pub�은�지역사회에�유대감과�소속감을�형성

해�주기도�해요��펍�문화가�대중적인�영미권에서는�펍이�지역사회의�허브�역할도�하는데요��특히�수제�양조장은�지

역사회와�더�긴밀히�소통하며�제3의�공간*으로�자리매김했다고�해요��최근�우리나라에서도�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고�있는�동네�펍을�응원하는�#supportlocal 캠페인이�진행됐는데��동네�펍이�지역사회에�가지는�의미를�돌아보

는�계기가�되었죠��아래�기사들을�통해�더�자세한�내용을�확인해보세요��

*제3의 공간(Third place):�집이나�사무실이�아닌�다른�장소로��휴식을�취하거나�지역사회의�일부인�것처럼�느끼게�하는

곳�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6/03/eleven-signs-a-city-will-succeed/426885/
https://www.instagram.com/p/CICK3Jehdy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40735&memberNo=22896825


-�[술 뉴스레터] 도심 속 맥주양조장, 문화와 재생을 꿈꾸다��조선비즈��2020-07-01)�

- [술 연구자 이박사의 술 이야기] 지역 양조장의 부활을 꿈꾸며 (조선닷컴, 2018-02-13) 

- 수제맥주…미국의 죽어가는 도시들을 살리다 (머니투데이, 2018-03-04) 

- 우범지대를 예술공간으로 바꾼 수제맥주 (내일신문, 2019-05-08) 

- Iowa State University, "Brewing Up Community: Exploring the Potential of Cooperative Breweries for

Community Development", 2019년 11월

�지역의�부흥

지역의�양조장은�그�자체가�하나의�문화�콘텐츠로�소비되며�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도�해요��최근엔�수제�맥주�양

조장들이�지역�정체성을�내세우는�트렌드가�강해지며�지역주민들뿐�아니라�관광객의�발길도�사로잡고�있어요��미

국엔�지역의�수제�맥주�양조장을�따라�조성한�‘수제 맥주 트레일�도�있다고�해요��우리나라�정부나�지자체에서도

지역�홍보와�상권�활성화를�위해�양조�산업을�육성하려�노력하고�있어요��농림축산식품부는�매년��찾아가는�양조

장�을�선정하는�등�양조장의�6차�산업화에�힘쓰고�있고��작년엔�지자체에서�맥주�펍�운영을�직접�주도하는�사례도

있었다고�해요��더�다양한�내용이�궁금하다면�아래�기사들을�확인해보세요��

-�수제 맥주와 지역 혁신 - 강릉, 광주, 제주 브루어리 탐방��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019-01-04)�

- 옛 추억 속 양조장 되살려 오산시 유일한 ‘오산양조’ 설립 (삶과 술, 2019-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2065.html
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1575.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041049244211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2386
https://www.gousa.or.kr/experience/local-brews-st-peteclearwater-craft-beer-trail
http://jccei.or.kr/archive/community.htm;jsessionid=h3px5fJ7jnjroTz6sb6lWeWkv1jg1atyHZLoS7pWVZlXtnWNVt2Je68B9iK8tLni.changjo_potal_DB_servlet_engine1?page=5&act=view&seq=5280
http://soollife.com/?p=35940


- 특색 있는 지역 양조장, 체험 관광지로 육성 (이데일리, 2020-05-05) 

- "지금은 지역 맥주시대"…지자체가 펍 위탁·수제 맥주도 개발 (한국경제, 2020-02-28) 

- 크래머리브루어리·빌드, 경기 지역 2020 ‘올해의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스타트업엔, 2020-12-18) 

��금주의�업계�소식

-�국산 농식품 설 선물세트, 온라인 '마음이음마켓'에서 한눈에��한국경제��2021-01-18)�

- 충주 농특산물, 코로나 뚫고 판매실적 30% 증가 (세종경제뉴스, 2021-01-19) 

- [안내] 전통주갤러리 술과잔 기획전 영상 소개 (더술닷컴, 2021-01-18) 

- 대전 유성구 수제맥주 '골든에일', 2만병 판매 달성 (파이낸셜뉴스, 2021-01-18) 

- "제2의 '말표맥주' 찾습니다" 우리銀, 혁신성장기업 발굴 직접 나서 (서울경제, 2021-01-12)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3686625765968&mediaCodeNo=257%3Erack=sok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080298Y
https://www.startupn.kr/news/articleView.html?idxno=967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82798Y
http://www.seenews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1
https://thesool.com/20210118_01/?pageds=1&keyword=
https://www.fnnews.com/news/20210118092853589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6TERB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