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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주종�트렌드

선수단��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주종이 어떻게 되나요?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아니면 댄싱사이더의

자랑, 상큼한 사이더? 혹은 풍부한 아로마의 와인? 저는 역시 애플사이더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 앞

서 언급한 주종들이 세계각지에서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드셀처, 하드티 등의 대체 주류들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 주류군이 소비자들의 다원화되는 취향과 건강을 의식하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형태의 주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한 글로벌 주류

트렌드, 특히 주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선수단 뉴스레터는 어린이날에 한 주 쉬어갑니다. 

모두 5월 12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칵테일�&�목테일

코로나19�이후�반강제적으로�홈술�트렌드가�가속화됐는데요��이는�비단�한국만의�이야기는�아니에요��전�세계적

으로�홈술�at�home�consumption�이�메가트렌드로�자리잡으며�사람들이�즐기는�주종도�변하고�있죠��특히�칵

테일의�도약이�인상적인데요��즉석에서�마실�수�있도록�제조가�완료된�RTD*�칵테일의�판매량이�급증했으며�집에

서�직접�칵테일을�제조하는�홈텐딩�at�home�bartending�도�인기를�끌고�있어요��미국에서는�홈텐딩이�유행하

자�칵테일의�베이스로�많이�쓰이는�테킬라와�메스칼�같은�멕시코�전통�증류주의�판매량이�늘었다고�해요��우리나

라에서도�칵테일에�대한�수요가�증가하며�편의점의�칵테일�주류�매출이�급증했고��DIY�칵테일을�배송해�주는�서

비스도�생겼어요��또한�최근의�논알코올�트렌드와�함께�무알코올�칵테일인��Mocktail*�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

있다는데요��더�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들로�확인해보세요�

*RTD�Ready�to�drink����가공되어�별다른�조리�없이��바로�마실�수�있는�음료를�일컫는다��



*Mocktail: 술이 들어가지 않은 칵테일. 흉내를 낸다는 의미의 ‘Mock’과 '칵테일(Cocktail)'의 합성어이다.

- US beverage alcohol: 5 trends to watch in 2021 (Beverage Daily, 2021-01-12) 

- Will current shifts in consumer behaviour permanently disrupt the beverage alcohol industry? (IWSR Report) 

- Why the non-alcoholic beverage trend is more important than ever during the pandemic (Beverage Daily,

2020-11-30) 

- 美 'RTD 칵테일' 시장, 인스타그램 언급량 ↑... 향후 트렌드 전망 (소믈리에타임즈, 2021-03-30) 

- GS25, 홈술의 전문화..칵테일 주류 매출 225%↑ (파이낸셜뉴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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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주류군

최근�글로벌�주류시장에서�가장�두드러지는�트렌드는�바로��대체�주류군�Hard�Alternatives��의�선방이죠��하드

셀처로�대표되는�대체�주류들은�알코올�베이스에�기타�음료를�혼합한�형태로�저도수와�낮은�칼로리를�특징으로

해요��건강을�의식하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주류�취향이�다원화되며�다양한�형태의�대체�주류군이�인기를�끌고

있는데요��특히�하드셀처가�그�성장을�견인하고�있어요��미국�1위�수제맥주사인�보스턴비어컴퍼니�Boston�Beer

Co�의�20년도�4분기�실적�발표에�의하면��코로나19의�영향으로�수제맥주와�애플사이더의�매출은�감소한�반면�하

드셀처의�판매량은�크게�성장했어요��하드셀처�외에도�알코올에�차를�혼합한��하드티���커피를�혼합한��하드커

피���우유를 혼합한 '하드밀크'까지�등장하며�하나의�하위�카테고리를�형성하는�모양새에요��주류업계에서는�그

외의�대체�음료군에도�주목을�하고�있는데요��글로벌�맥주업체인�몰슨쿠어스�Molson�Coors�는�대마�성분이�혼

합된�음료를�선보였으며��롯데칠성음료는�발효음료인��콤부차�를�최근�출시하기도�했어요�

https://www.beveragedaily.com/Article/2021/01/12/US-beverage-alcohol-5-trends-to-watch-in-2021
https://www.theiwsr.com/will-current-shifts-in-consumer-behaviour-permanently-disrupt-the-beverage-alcohol-industry/
https://www.beveragedaily.com/Article/2020/11/30/Mingle-Mocktails-The-non-alcoholic-trend-is-as-important-as-ever-during-coronavirus
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2
https://www.fnnews.com/news/202104091032549105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16
https://www.instagram.com/p/CNHy1rCHNvB/?


- 음료와 술이 결합된 '하드 드링크' 눈길... 탄산수, 커피 그리고 차(茶)까지! (소믈리에타임즈, 2020-07-23) 

- Boston Beer Reports Fourth Quarter 2020 Results (Boston Beer Company, 2021-02-17) 

- USA: Will Hard Milk repeat the success of Hard Seltzer? (Inside Beer, 2021-04-01)

- 롯데칠성음료, 건강 발효음료 '브루잉 콤부차' 2종 출시 (한국세정신문, 2021-04-13) 

- Molson Coors reveals Truss' cannabis-infused beverage line-up (2021-04-15) 

��금주의�업계�소식

- 상장 앞둔 제주맥주, 베트남도 간다 (매일경제, 2021-04-26)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05
http://www.bostonbeer.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boston-beer-reports-fourth-quarter-2020-results
https://www.inside.beer/news/detail/usa-will-hard-milk-repeat-the-success-of-hard-seltzer-1/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41
https://www.beveragedaily.com/Article/2020/08/27/Molson-Coors-reveals-cannabis-infused-beverages-line-up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400571/


- 하이네켄, 국내 논알콜 맥주 시장 진출… 세계 1위 ‘하이네켄 0.0’ 출시 (동아닷컴, 2021-04-21) 

- 주류업계, 구매욕구 불러 일으키는 '한정판 제품' 선보여 (디지틀조선일보, 2021-04-27) 

- "윤여정부터 BTS까지"…맥주업계, 여름 앞두고 스타 마케팅 '승부' (글로벌이코노믹, 2021-04-24) 

- "의료용 산소를 맥주 제조에 사용" 부산 유명 수제맥주 적발 (연합뉴스, 2021-04-20) 

- "창고에 두고 손님이 찾을때만 꺼내요"…CU점주 기피상품 된 ‘곰표맥주’ (조선비즈, 2021-04-22)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421/106510785/1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4/27/2021042780212.html
http://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42017395336269a4b6f8849_1/article.html?md=20210423141002_R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078600051?input=1195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2/20210422019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