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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4

축제가�변한다��Feat��코로나19�

선수단��안녕하세요��

지긋지긋했던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날이 갰네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맥주 축제가 하나

있죠? 바로 옥토버페스트*! 원래대로라면 이번주 토요일인 19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가 되었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취소라던데, 코로나19의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반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중국 우한에서는 대규모 맥주 축제가 개최되며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기도 했어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우한시는 주장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명분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변기를

겪고 있는 국내외의 축제 소식들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매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예요. 

�국내�소식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지역 축제 97%가 취소되고 관광산업이 올스톱 되는 등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어요. 축제와 여행은 단순한 상업적인 행위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적 화합과 감성적인 치유의 역할도 하기에 오히려 문화적 자산에 해당한다고도 하죠. 또 지역

기반 관광과 농산물 축제는 지역민의 생계와도 직결되기에 무조건적인 금지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도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소

식들을 정리해봤어요. 

https://www.foodandwine.com/news/oktoberfest-2020-canceled-coronavirus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90126.htm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44030&cid=42836&categoryId=42836
https://news.joins.com/article/2386707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25731856&mediaCodeNo=257&gtrack=sok


-�코로나 재확산에 지역 축제 잇단 취소…‘온라인·직거래’로 대체��한겨레��2020-08-1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축제’ 방향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24)  

- [ESC] 마주 앉기 어려운 시대, 시음회도 ‘랜선’으로 (한겨레, 2020-09-04)  

- 이 시국에 페스티벌과 시음회를 한다? 소비자들과 연결(On)하기 위한 주류업계들 (소비자평가, 2020-08-10)  

- 여행사 망하는 코로나 불황, 400억 투자 받은 이사람 (조선일보, 2020-08-18) 

�해외�소식

해외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축제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영국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인 'The Great British Beer Festival'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온라인 클

래스들과 양조장 투어 방송,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테이스팅 등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세

션들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요. 또, 10주년을 맞은 미국 워싱턴주의 사이더 축제

(Washington Cider Week)가 오는 20일까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로컬 사이더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참여형 지도(interactive map)를 제작한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 해외 사례들을 더 구경해볼까요? 

- Fall beer festivals going virtual amid COVID-19 (Crain's, 2020-09-04)

- The Great British Beer Festival to be held online next month (The Drinks Business, 2020-08-07) 

- Washington Cider Week 페이스북 페이지 

- Cider Week New York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8028.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6551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960761.html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6/2020081601140.html
https://www.nwcider.com/map/#washington
https://www.nwcider.com/map/#washington
https://www.crainscleveland.com/jeremy-nobile-blog/fall-beer-festivals-going-virtual-amid-covid-19
https://www.thedrinksbusiness.com/2020/08/the-great-british-beer-festival-to-be-held-online-next-month/
https://www.facebook.com/pg/waciderweek/posts/?ref=page_internal
https://www.facebook.com/pg/CiderWeek/posts/?ref=page_internal


�금주의�뉴스�클리핑

-�[이슈&인물]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종량세 전 주종으로 확대해야”��이투데이��2020-09-11)�

- 미쉐린 가이드, 2021년 미국 레스토랑 가이드 발행 무기한 연기 (소믈리에타임즈, 2020-09-11) 

- 오비맥주, 주류도매업체 구매대금 유예·분할상환 지원 (동아닷컴, 2020-09-10)

- '홈술족' 마음 사로잡는 전통주 티나(TINA) 홈파티 키트 출시 (스포츠조선, 2020-09-07)    

- "위스키부터 와인까지!" 주류 업계, '추석' 맞아 다양한 한정판 출시해 (소믈리에타임즈, 2020-09-11)

DCC News

 추석 선물세트 론칭! 

댄싱사이더�추석 선물세트가�나왔어요��새롭게

단장한��더그린치�와�다음�주에�출시되는�신제품

�치키피치�가�포함된�애플사이더�4종�키트라네요�

10%�할인된�가격으로�추석�전에�배송�받을�수�있

다고�해요��추석�대목을�앞두고�댄사�오피스와�사이

더하우스�모두�분주한데요��선수단�모두�화이팅입

니다�

 더그린치는 더 푸를까? 

'더그린치'는 댄싱사이더 제품들 중 유일하게

홉이 들어가고, 또 유일하게 청사과만을 사용

하여 만든 사이더에요. 청사과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적고 산미가 강해서 더그린치 특유의

산뜻하면서 드라이한 개성이 생기는 거래

요! 유독 애주가들이 좋아한다는 더그린치, 생

산팀 피셜 색상이 더 푸른 것은 아니라고 하네

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9481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1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0/102874862/1
https://www.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09080100065620004070&ServiceDate=20200907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11
https://smartstore.naver.com/dancingcider/products/5113586647
https://smartstore.naver.com/dancingcider/products/4759986042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