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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3

업계�동향�살펴보기

선수단��안녕하세요��

모두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크랜드의 펀딩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연휴 동안 푹 쉬고 나니 분위

기가 한결 후련해진 것 같아요. 모두들 재정비 잘 하셨길 바라며, 다시 사이더 혁명의 여정을 떠나보도

록 해요. 

뉴스레터가 한 주 쉬어가는 동안 주류업계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기사들을 큐레이팅하여 업계의 소식과 동향들을 정리해보려 해요. 또 업계의 이슈를 둘러싼 다양

한 의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업계�동향

코로나19로�인해�가정용�주류�시장이�부상하며�트렌드�변화가�지속되고�있죠��특히�집�안에서의�경험을�중시하는

�인스피리언스*�가�주요�트렌드로�떠오르고�있어요��이에�따라�사람들이�즐기는�주종이�다양해지고��술과�어울리

는�음식을�찾는��푸드�페어링�도�주목을�받고�있다�해요��홈술이�늘며�자연스레�온라인�시장과�배달�시장도�성장하

고�있는데요��미국에서는�승차공유�회사인�우버가�주류�배달�스타트업인�드리즐리�Drizly�를�인수하며�주류�배달

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는�소식도�들려와요�

*인스피리언스:�안�Inside�와�경험�Experience�를�결합한�단어로�집�안에서의�경험을�의미함�

- "푸드 페어링 하세요?"…홈술 트렌드에 궁합 음식 관심 '쑥' (이데일리, 2021-02-08) 

- 홈술 늘자…‘소·맥’ 지고 ‘와·위·사’ 전성시대 (헤럴드경제, 2021-02-10) 

- 배달 영역 넓히는 주류업계… 배달음식 업체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2021-02-07) 

- "주류 매니아를 잡아라" GS25의 투트랙 전략은? (디지털투데이, 2021-02-10) 

- 우버, 주류배달도 한다…드리즐리 1.2조원에 인수 (아시아경제, 2021-02-03) 

�업계�소식

1)�대기업�

국내�대규모�주류�업체인�오비맥주��하이트진로�그리고�롯데칠성이�본격적인�가정용�시장�공략에�나섰어요��오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561&cid=40942&categoryId=3163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0886628948552&mediaCodeNo=25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210000607
https://www.fnnews.com/news/202102071710549309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3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309393157977


맥주는�올�1월�영업부문에�가정부문을�신설하고�최근�신임�마케팅�수장을�선임하는�등�시장의�변화에�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어요��또�오비맥주는�새로운�맥주�라인인��한맥�을�선보이며�하이트진로�테라의

견제에�나섰죠��롯데칠성음료는�수제�맥주�OEM�사업을�본격화하며�매출�다각화와�마케팅�진작을�꾀하고�있어요�

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들을�확인해보세요��

-�"맥주 시장 점유율 높여라"…주류업계, 3사3색��뉴시스��2021-02-02)�

- 롯데칠성 ‘선택과 집중’… 음료품목 줄이고 수제맥주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2021-02-10) 

- [단독]오비맥주, 신임 마케팅부문장에 알렉산더 람브레트 부사장 (뉴시스, 2021-02-08) 

2)�수제�업체�

작년�수제�맥주의�국내�시장�규모가�1�000억�원을�돌파했어요��특히�편의점�입성에�성공한�수제맥주�업체들의�도

약이�인상적인데요��제주맥주는�작년�사상�최대�매출인�320억�원을�기록하였다고�해요��성공적인�실적을�바탕으

로�2021년�상반기에�코스닥�상장을�준비하고�있다는�소식도�들리네요��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도�80억�원�규모의

투자�유치를�완료하며�규모�확장에�나섰어요��그�외의�소규모�업체들의�소식도�아래�기사에서�더�살펴보세요�

- 수제맥주 1,000억 시대...19년 만에 '콸콸' (서울경제, 2021-02-07) 

- 제주맥주, 몸집 불리기로 예비심사 승인 '노크' (더벨, 2021-02-02) 

- 수제맥주 '어메이징브루잉', 80억 투자유치 완료 (팍스넷뉴스, 2021-02-03) 

- 월드비어마켓, 국내 최초 온라인 주류쇼핑몰(B2B) 오픈 (머니투데이방송, 2021-02-15) 

- [응답하라, 우리술 186] 파주 오리지널비어컴퍼니 “프리미엄으로 승부한다” (대한금융신문, 2021-02-08) 

- [단독]"수제맥주 맛집"…CU, '말표 청포도 에일' 출시한다 (뉴스1, 2021-02-10) 

3)�정부�

주류 업계와 관련된 정부의 소식들도 들려와요. 올 1월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해나

가겠다고 밝혔어요. 그에 따라 편의점에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죠. 또

한 여러 지자체에서 수제 맥주를 로컬 콘텐츠로 접목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다른 한

편으로는 주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고 주류 광고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편의점에 주류 자판기 설치허용 검토"��매일경제��2021-01-28)�

- ‘지역 맥주’ 경제·문화·관광 자원화 (KBS뉴스, 2021-02-15) 

- 국세청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아직 검토단계 아니다" (한국세정신문, 2021-02-15) 

- 공식화된 주류 규제… '서민술' 사라지고, '금주 구역' 생긴다 (뉴데일리경제, 2021-01-28) 

- 이런 황당규제…캡슐맥주 기업에 "술 저장창고 만들라" (매일경제, 2021-02-02) 

�업계�목소리

주류�업계의�이슈들과�관련하여�다양한�의견들이�오가고�있어요��주류�업계에�대한�정부�규제가�완화됨에�따라�기

대와�우려의�목소리가�혼재하는데요��특히�음주에�대한�경각심이�약화될�것을�걱정하는�의견이�들려와요��또한�정

부�규제의�형평성�논란이�일며�업계�내에서도�갑론을박을�벌이고�있어요��대기업의�수제�맥주�OEM�사업에�대해서

도�의견이�엇갈리는데요��이를�수제�맥주�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ESG*�경영으로�보는�시각이�있는�반면�시장

양극화를�가속화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도�있어요�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지표 

- "술 자판기에, 배달도 OK~"… 국세청이 술 권하는 이유 (한국일보, 2021-02-12) 

- 온라인 이어 자판기서 술 구매…음주 경각심 낮아질라 (뉴시스, 2021-02-13) 

- 와인은 되고 맥주는 안 된다?…‘주세법 전통주’ 형평성 논란 (쿠키뉴스, 2021-02-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2_0001326165&cID=13001&pID=13000
https://www.fnnews.com/news/202102101643297894
https://www.news1.kr/articles/?420544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FVOA1FV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28092258312010694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s://paxnetnews.com/articles/70570
https://news.mtn.co.kr/v/2021021516451628538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88
https://www.news1.kr/articles/?420826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9339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7629&ref=A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8534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8/2021012800103.html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2/1107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3698&cid=40942&categoryId=318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17050002535?did=NA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5_0001331355&cID=13101&pID=13100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090373


- OEM 맥주 허용?...수제맥주업계, 시장 양극화 막을 장치 필요 (데일리안, 2021-02-05) 

- ESG 경영 덕에 수제맥주 ‘수혜’ (IT조선, 2021-02-13) 

- [기자수첩] 시대착오적 온라인 주류 규제 (IT조선, 2021-02-16)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1963/?sc=Naver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0/2021021002232.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02643.htm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