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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2

술,�기술과�예술의�만남

선수단��안녕하세요��

곧 댄싱사이더의 신제품 와쥬블루가 출시된다고 하죠?  맛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와쥬블루! 와쥬블

루가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생산팀에서는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며 R&D를 진행했어요. 이제 와쥬블루

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하면 일관적인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죠. 또 마케팅팀에서는 와쥬

블루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브랜딩과 마케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듯 술을 양조하여 판매하는 과정은 기술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이 시너지를 내며 이뤄져요. 특

히 댄싱사이더와 같은 수제주류 업체는 다양한 재료와 양조법을 시도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고객

에게 다가가는 등 술의 예술적 영역을 점점 중시하고 있는 추세에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조금은

추상적이게 느껴지는 ‘술의 기술적 영역’과 ‘술의 예술적 영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기술의�술

술과�기술이�도대체�무슨�연관이�있나�싶을�수도�있지만��사실�술�양조�자체가�상당한�기술력을�요구해요��고도의

기술로�인해�나라의�부와�양조할�수�있는�술의�도수가�비례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또한�술의�맛을�표준

화하거나�새로운�기술과�양조법을�연구하는�등�양조의�다양한�단계에서�기술은�중요한�역할을�해요��기네스는�양

조에�과학기술을�적극적으로�접목한�대표적인�기업인데요��수학자과�과학자까지�채용해�맥주�맛을�표준화한�최초

의�맥주�업체라고�해요��또�기네스의�시그니처인�아래로�가라앉는�거품�역시�기술�연구의�산물이죠��뿐만�아니라

기술의�발전은�홈브루잉��캡슐�맥주�등�주류산업의�새로운�시도도�가능케하고�있는데요��술과�기술의�이야기를�좀

더�살펴보도록�할까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8/2017102800688.html


-�과학으로 맥주 맛 표준화 아일랜드 맥주업체 '기네스'��위클리비즈��2020-02-21)��

- 기네스의 질소충전포장: 맥주 거품의 과학 (브런치 블로그, 2018-03-06) 

- 뽀글뽀글 들리나요? 맥주 익어가는 소리 (한겨레, 2017-07-20) 

- 인공지능이 맥주 양조에 혁신을 부른다면? (카카오브레인, 2019-02-26) 

- The Science Behind Brewing Beer (Interesting Engineering, 2017-07-13) 

�예술의�술

양조의�근본이�기술이라면��예술은�술에�개성과�부가가치를�더해주는�역할을�해요��소비자의�취향이�점점�다원화

되어�가고�있는�요새��술의�창의성�영역은�더욱�중요해지고�있어요��가령��스스로를��세상에서�가장�혁신적이고�창

의적인�브루어리�라�소개하는�미켈러의�경우�로컬을�중시하는�여타�수제맥주�업체와는�다르게�매번�다른�지역의

양조장과�협력하여�다양하고�실험적인�맥주�레시피를�개발한다고�해요��또��기술을�기반으로�창의성을�꽃피우는

업체들도�있어요��브루독과�쇼르쉬라는�두�양조장은�서로�10년�넘게�고도수�맥주�대결을�하며�기술력을�뽐내기도

했다네요��아직까지도�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술의�예술적�영역이�더�궁금하다면�아래�링크들을�확인해보세

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joy&logNo=22183306461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s://brunch.co.kr/@beerstory/11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03580.html
https://www.kakaobrain.com/blog/54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science-brewing-beer
https://imbibe.com/news/brewdog-writes-another-chapter-in-the-worlds-strongest-beer-saga/


-�[박순욱의 술기행](25) “맥주, 와인 같기도 한 막걸리, 한번 맛보세요"��조선비즈��2020-04-29)�

- 수제맥주와 민주주의 상관관계 下 (브런치 블로그, 2018-01-29) 

- 어서 와 이런 수제맥주는 처음이지 (경남도민일보, 2018-03-28) 

- 알콜도수 50도 넘는 맥주전쟁...세상에서 가장 독한 맥주는? (마시즘, 2020-02-28) 

- [인터뷰] 박정진 카브루 대표 “생강·간장도 수제맥주 재료로…다양성·도전정신이 성장동력” (헤럴드경제,

2020-10-29) 

- The Eccentric Rise of Mikkeller (Huckberry, 2020-11-18) 

��금주의�업계�소식

-�더본코리아, 막걸리 바 '막이오름' 1호 건대점 개장��연합뉴스��2020-11-10)�

- [우리술 대축제] 우리술 대축제 개최 안내 (더술닷컴, 2020-11-13) 

- '막걸리 초콜릿 마카롱'?...지평주조, 이색 막걸리 레시피 추천 (뉴시스, 2020-11-14) 

- ‘홈술·혼술’ 트렌드 7 (이뉴스투데이, 2020-11-14) 

- 식품업계 언택트 바람… 신메뉴도 유튜브에 먼저 선보인다 (머니S, 2020-11-13) 

- 막걸리 집·채식 밥집도 미쉐린 올랐네 (조선일보, 2020-11-13)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3298.html
https://brunch.co.kr/@gochall/10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566
https://29street.donga.com/article/all/67/1988848/1
http://heraldk.com/2020/10/29/%EC%9D%B8%ED%84%B0%EB%B7%B0-%EB%B0%95%EC%A0%95%EC%A7%84-%EC%B9%B4%EB%B8%8C%EB%A3%A8-%EB%8C%80%ED%91%9C-%EC%83%9D%EA%B0%95%C2%B7%EA%B0%84%EC%9E%A5%EB%8F%84-%EC%88%98%EC%A0%9C%EB%A7%A5/
https://huckberry.com/journal/posts/the-eccentric-rise-of-mikkeller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088600030
https://thesool.com/20201113_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3_0001232608&cid=10408%202020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084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131714808939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food-taste/2020/11/13/2TCXNDQ7EVEDTIQH4BFMIIXWPI/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