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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8

주류�시장의�2020년

선수단��안녕하세요��

모두 새해는 잘 맞이하셨나요? 2021년은 신축년, 흰 소띠의 해라고 해요.  흰 소띠의 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로,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의미한다네요. 신축년의 상서로운 기운

에 힘입어 2021년은 순항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보아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주류업계의 2020년을 돌아보고자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

나 중요한 것이 과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하죠? 2020년의 경험과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화살표 끝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서가 분명 있을 거예요. 2021년의 새로운 목표를 향

해 달려가기 전에, 선수단 뉴스레터와 함께 잠시 회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Happy Hump Day!  

�채널의�변화

코로나19로�인한�주류업계의�가장�큰�변화는�아무래도��채널의�변화�이죠��주류�시장은�음용�장소에�따라�크게�유



흥점�채널과�가정용�채널로�나뉘는데��업계에�따르면�유흥용�시장�60%,�가정용�시장�40%�정도였던�주류�판매�비

율이�코로나19로�인해�3�대�7까지�역전되었다고�해요��또한��코로나19로�인해�주류�시장이�타격을�받긴�했지만�전

체�시장�규모는�예상보다�적게�감소한�것으로�파악돼요��유흥점�채널의�매출�감소가�가정용�채널에서�상쇄되고�있

기�때문인데요��홈술�및�혼술�트렌드는�주�52시간제가�도입되고�MZ�세대가�주요�소비자로�부상하면서�이미�진행

되던�변화라서�다들�어느�정도�대비가�되어있던�것으로�분석돼요�

�날개를�달다��와인�&�전통주

2020년�주류�시장은�주종별로도�희비가�갈렸는데요��와인과�전통주의�도약이�특히�인상적이었어요��유일하게�온

라인�구매가�가능한�전통주는�언택트�시대를�기회�삼아�공격적으로�성장했어요��2020년�상반기의�전통주�온라인

매출�G마켓�은�전년�동기�대비�177%나�증가했고��전통주�구독�등�다양한�파생�서비스도�승승장구하고�있죠��와인

역시�코로나19의�최대�수혜자인데요��외식�산업이�축소되자�집에서�음식과�함께�분위기�내기�좋은�술로�주목�받았

기�때문이에요��특히나�가정용�채널을�통한�저가형�와인이�유행하며�와인의�대중화를�이끌었어요��실제로�씨유의

와인�매출�증가율은�올해�1�11월��60%가�넘었고��이마트의�와인�매출은�사상�처음으로�1000억�원을�돌파하는

등�가정용�채널에서의�와인�판매가�급등했어요��

�힘든�한�해��위스키�&�수제맥주



반면�타격이�컸던�주종은�위스키인데요��2020년�1�8월�위스키�수입액이�전년�동기�대비�26�5%나�감소했다고�해

요��접대�문화가�큰�비중을�차지하던�위스키는�코로나19로�인해�유흥�시장이�침체되자�직격타를�맞았죠��이런�난

관을�극복하기�위해�위스키�업계에서는�소용량�및�저도주 제품을 출시하거나�하이볼 마케팅을�펼치는�등�시장

의�니즈를�반영하려�노력하고�있어요��수제�맥주�업계�역시�상황은�좋지�않아요��외식업이�전멸하면서�케그�주문에

의존하던�대부분의�수제�맥주�업체들은�고전을�면치�못했기�때문이에요��하지만�캔�제품�시설을�갖추고�오프�프레

미스�유통망을�확보한�대형�수제�맥주�업체들은�투자를�받고�시설을�확장하는�등�공격적인�행보를�보이며�양극화

가�심화되는�양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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