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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선수단��안녕하세요��😀

간밤에 열대야로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시나요?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일부 지

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도 올라간다 하네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잊

지 말도록 해요. 

선수단 뉴스레터는 오늘부터 3주간 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해요. 휴식기 동안 선수단 뉴스레터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와 포맷은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

요. 선수단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선수단 뉴스레터가 신발 끈을 고쳐 매는 동안 뉴스 클리핑은 지속될 예정이에요. 댄싱사이더와 관련이

있는 업계의 동향들을 똑같은 시간에 메일함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8/11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Happy Hump Day! 🐪     

주류업계�소식



-�오후 6시 '땡' 하자 편의점에 홈술족 몰렸다…맥주 매출 41% ↑��뉴스원��2021-07-14)

- 이마트에브리데이, 주류 특화샵 ‘zip SUL’ 론칭 (서울경제, 2021-07-15) 

- “롯데칠성, 음료와 맥주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 흐름 지속” (뉴스투데이, 2021-07-20) 

- 여름 성수기 앞두고 오비·하이트 맥주가격 '인하' 경쟁 나서(종합) (뉴스원, 2021-07-14) 

- GS리테일 ‘전문무역상사’ 지정‥맥주 본고장 독일에 K-수제맥주 수출한다 (아시아기자협회, 2021-07-

14) 

- 이마트24도 야구 마케팅…SSG랜더스·슈퍼스타즈 수제맥주 출시 (연합뉴스, 2021-07-20)  

수제맥주�업계

https://www.news1.kr/articles/?43704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X78BVHR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720500156
https://www.news1.kr/articles/?4371310
http://kor.theasian.asia/archives/2943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29100030?input=1195m


-�'곰표 밀맥주' 대박 낸 세븐브로이, 코스닥 상장준비 착수��머니투데이방송��2021-07-15)�

- [단독] 배달의민족, 편의점 협업으로 수제맥주 출시…배달음식과 시너지 노릴 듯 (이코노미스트,

2021-07-20) 

- [푸드] 특급호텔 손맛 담긴 수제맥주…올여름 무더위 한방에 날린다 (매일경제, 2021-07-15) 

- '주가 하락세' 제주맥주, 끝나지 않은 오버행 (더벨, 2021-07-16)

- ‘여름 성수기’ 주류 트렌드 바뀐다…수제맥주·와인 불티 (핀포인트뉴스, 2021-07-14)

전통주�업계

-�올해 최고의 우리 술, 청주 전통주 '풍정사계 춘' 등 15개 선발��이투데이��2021-07-18)�

- 전통주 미니어처·한라산 초콜릿, 제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금상 (조선일보, 2021-07-16)  

- '서민갑부' 전통주+구독=27세 월 매출 4억 (iMBC연예, 2021-07-20)  

- 남원시, 농촌재생 양조사업장 '비즌' 준공 (뉴시스, 2021-07-15) 

- 전통주갤러리, 7월 2주차 상설 전시회 개최 (이데일리, 2021-07-16) 

- [청년장인을 찾아서]⑨ 박춘우 “안동소주식 위스키 세계화 나설 것” (뉴스포스트, 2021-07-20)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71517270357996
https://economist.co.kr/2021/07/20/industry/distribution/20210720132500335.htm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80873/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141407097720104451&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714161007977b45d942afb_45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5421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7/16/QIJWN5HCMJBNZBDEBGAHWUJJD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20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078&cID=10808&pID=108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584662911517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