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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9

막걸리�한�잔

선수단��안녕하세요��

선수단 여러분은 ‘막걸리’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나요? 저는 학창 시절 민속 주점에서 파전과 자주 먹

었던 막걸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부터 ‘서민의 술’이라 불리던 막걸리는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민속주로 인식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고착화된 틀을 깨는 다양한 막걸리들이 등

장하고 있어요.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너무 익숙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낯선 ‘막걸리’에요. 막걸리는 아직 전통주가 낯

선 젊은 세대에게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통주가 낯선 이들에게도 왠지 막걸리

만큼은 친숙하고 부담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전통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막걸리는 어떤 변화

를 겪어왔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막걸리의�부흥

전통주의�통신판매가�허용되고�소규모�주류제조의�면허�요건이�확대되는�등�규제들이�완화되며�전통주�산업이�부

흥하기�시작했는데요��이때�전통주의�변화를�견인한�주종�중�하나가�탁주�막걸리�에요��막걸리는�증류식�전통주

등에�비해�도수가�낮고�가볍게�즐기기�좋아�변해가는�주류�트렌드와�잘�부합했고��탄산�막걸리나�과일�막걸리�등

다양한�변주가�가능하단�점도�큰�장점이었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발표한�전통주�설문조사에�따르

면�주종별로�막걸리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았으며��특히�25�34세�주류�소비자는�막걸리가�달달하고�음료�같아

서�선호한다고�대답했어요��하지만�막걸리�시장도�과거에�위기를�맞은�적이�있었는데요���값싼�술�이라는�인식�때

문에�과도한�가격�경쟁과�원가�절감�정책으로�시장�전체가�침체되기도�했었어요��막걸리�시장의�부흥기가�더�궁금

하다면�아래�기사를�확인해보세요�



-�막걸리 '아재술' 옛말… 제2의 전성기 열렸다��머니에스��2020-12-24)�

- 획일화된 맛에 막걸리 ‘쓴잔’···국내산 쌀·고품질로 승부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0-10-27) 

- 대장酒로 떠오른 ‘막걸리 한 잔’ (매일경제, 2020-09-2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걸리 산업의 육성방안", 2019년 3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0년 9월 9일  

�다양해진�막걸리

주류�시장�트렌드가�변함에�따라�막걸리�시장도�역동적으로�변하고�있는데요��기존의�막걸리�업체들은�프리미엄

막걸리�라인을�통해�소비자들의�니즈를�충족시키려�노력하고�있어요��프리미엄�막걸리란�인공�첨가물을�넣지�않

고�양조한�막걸리에요��아스파탐�등�인공감미료를�넣어�원가를�절감한�저가형�막걸리와�차별화되며��대표적으론

지평주조의��지평생막걸리�가�있어요��반면�이러한�카테고리화마저�거부하는�크래프트�막걸리도�증가하는�추세

에요��완화된�규제를�바탕으로�젊은�세대들이�전통주�사업에�뛰어들며�막걸리도�새로운�변곡점을�맞게�된�거죠��크

래프트�막걸리는�주로�틀에서�벗어난�재료와�양조법��그리고�젊은�감각의�디자인을�특징으로�해요��대표적으론�한

강주조와�DOK브루어리�등이�있어요��다양하게�변해가는�막걸리�시장을�아래�기사에서�더�확인해보세요�

-�[DBR/Case Study] ‘도수 1도 낮추기’ 파격… 막걸리의 ‘지평’ 넓히다��동아닷컴��2020-02-12)�

- '한끗'이 다른 신제품 막걸리 7병 (에스콰이어, 2020-11-25) 

- [응답하라, 우리술 177] 가향주의 신세계 연 ‘같이양조장’ (대한금융신문, 2020-11-3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111008038331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6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8223/
https://www.atfis.or.kr/article/M001040000/view.do?articleId=3543&page=&searchKey=&searchString=&searchCategory=
https://www.donga.com/news/Series/article/all/20200211/99646532/1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50302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58


- 美서 올해만 40만 캔 팔린 막걸리 ‘마쿠’ 만든 재미동포 (한국일보, 2020-11-16) 

- [청계천 옆 사진관]‘크래프트 막걸리’…젊은 감성 더한 맛은? (동아닷컴, 2019-09-25) 

��금주의�업계�소식

-�품절템 '곰표맥주' 사기 쉬워질까…롯데칠성 생산 나선다��이데일리��2021-01-07)�

- 유통업계, 주류·만년필 등 신축년 ‘소’ 활용한 한정판 출시 (디지틀조선일보, 2021-01-07) 

- ‘한국판 기네스’ 눈앞에… 술에 질소 첨가, 건강 문제 없을까? (헬스조선, 2021-01-11) 

- 日 기린, '맥주 불모지' 인도 뚫는다…수제맥주社에 330억원 투자 (조선비즈, 2021-01-04) 

- 설에 고향 가는 대신 '선물'… 홍삼·주류 예약판매 늘었다 (머니에스, 2021-01-11)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608560002651?did=NA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90925/97587017/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910466289154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80184.html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1201.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14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10847802920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