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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3

힘든�시기를�극복하는�방법

선수단��안녕하세요��

연이은 태풍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국면으로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여파로 우리 댄싱

사이더와 긴밀히 맞닿아있는 주류업계, 유통업계 그리고 농가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힘든 시기를 누군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하려 노력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다

른 플레이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맨 아래 DCC News
에는 우리 댄싱사이더의 소식들도 정리해봤으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집으로�들어온�브랜드�

코로나19와 장마의 여파로 주류 업계의 최고 성수기인 여름 시즌 실적이 저조한 추세에요. 유흥 시장이

침체되고, 대면 판촉이 힘들어지면서 기존의 주류 업계 관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에 주류 업

체들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

색하고 있어요. 특히 ‘홈케이션* 아이템’, ‘굿즈 마케팅’ 등 가정용 주류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을 확인해주세요.

*홈케이션: 집(Home)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에서 즐기는 휴가를 일컫는다. 

http://mk.co.kr/news/business/view/2020/08/813841/


-�주류업체가 피규어·가습기 판매? 코로나 위기 속 `굿즈` 마케팅 강화��매일경제��2020-08-29)��

- 오비맥주, 네이버에 오비라거 공식 굿즈 스토어 오픈 (데일리안, 2020-09-07)  

- 낭만적 홈술을 위한 '술 키트' (드링킷, 2020-09-07) 

- [식품BIZ 단신] 제주맥주, 제주 체험 사이트 오픈…‘제주 한달 살기’ 프로모션 (식품외식경영, 2020-07-24) 

- “집이라고 대충은 싫다”…프리미엄 홈술이 '대세' (서울경제TV, 2020-05-21)

�스마트해진�술�주문

지난 4월 주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주류의 온라인 쇼핑이 일부 허용되었어요. 덕분에 편의점 같은 소매

업체에서 술을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주문하는 ‘스마트오더’가 가능해졌죠. 이러한 법안 개정이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와 맞물리며 주류 업계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추세에요. 9월부터는 전통주도 편의

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 중인지 기사로 더 확인해보

세요. (우리 댄싱사이더 제품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DCC News를

확인해보세요.)

-�언택트(Untact) 시대, GS25 스마트오더로 간편하게 '전통주' 구매할 수 있어��소믈리에타임즈��2020-09-02)��

- 앱으로 주문, 편의점서 픽업···'스마트오더 날개' 와인 콧노래 (중앙일보, 2020-05-26) 

- "와인도 파리바게뜨"…와인 스마트 오더 서비스 시작 (매일경제, 2020-08-0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89522/
https://www.dailian.co.kr/news/view/917763
https://dk.asiae.co.kr/article/2020090711044207181
https://www.foodnews.news/mobile/article.html?no=127884
https://www.sentv.co.kr/news/view/57330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95462&memberNo=4795084&vType=VERTICAL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7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48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796644/


�농가에�도움의�손길�

장마로 인한 농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요. 추석 수확을 앞두고 연달아 태풍이 상륙하면서 농민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농가에게 힘든 해였다고 해요. 코로나19는 물론 집중 호우

와 태풍 그리고 병해충까지 여러 악재가 겹쳐 버린 탓이에요. 위기의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

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로 확인해볼까요? 

- 장마 이어 폭염까지…위기의 농가 위해 팔 걷은 유통가 (국민일보, 2020-08-18) 

- '보조개 사과' 우박 맞은 사과, 특가로 편의점 매대에 나왔다 (서울경제, 2020-09-03) 

- '마늘→양파→감자' 세븐일레븐, 코로나19 농가돕기 세 번째 프로젝트 시행 (더팩트, 2020-07-08) 

- 편의점·슈퍼마켓도 농축산물 소비할인쿠폰 행사 동참 (한국경제, 2020-07-30) 

DCC News

 요새로제, 스마트하게 주문하기  

앞서 ‘스마트해진 술 주문’에 대해 소개해드렸

는데요, 우리 제품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해졌

어요! GS25의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인 ‘와

인25플러스’에서 요새로제를 주문 및 결제할

수 있답니다. 궁금하신 선수들은 GS리테일 모

바일 앱 ‘더팝’을 설치하고 ‘와인25Plus’ 탭을

확인해보세요.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295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16148&code=61141611&sid1=eco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MDDQIV
http://news.tf.co.kr/read/economy/1801083.ht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303982Y


�댄싱사이더의�새로운�굿즈��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 제작된 기획 상

품인 '굿즈'는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고 차별화

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댄싱사이더

에서도 윌리엄 병따개와 에코백을 선보인 적

이 있는데, 곧 업그레이드된 굿즈 2세대가 출

시된대요! 그림 힌트를 보고 아이템이 뭔지 알

아맞혀 보세요.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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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