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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7

콜라보레이션의�명과�암

선수단��안녕하세요��

요새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색적인 브랜드와 협업한 수제 맥주

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근 1주 내에도 ‘쥬시후레쉬맥주’(세븐일레븐), ‘골드스타 금성맥주’(GS25)

등 새로운 협업 상품이 출시되었고, 그 영역도 웹툰과 카드사, 심지어 지자체까지 다양하게 확장되며 하

나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죠.  

‘콜라보레이션(이하 콜라보)’이란 각기 다른 브랜드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케팅 기법을 일컬어요. 콜라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좋은

수단이에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칫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번 뉴스레터에

서는 브랜드 간 콜라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성공적인�콜라보

성공적인�콜라보를�위해선��협업하는�각�브랜드들의�핵심�속성을�유지�한�채로��강한�임팩트�를�남기는�것이�중요

해요��이를�위해선�자사�브랜드에�대한�탐구와�고찰이�선행되어야�해요��우리�브랜드의�핵심�속성은�무엇인지��소

비자들이�우리�브랜드를�어떻게�인식하는지를�먼저�알아야�하죠��그�이후에�협업의�목표를�분명히�설정하고�의외

성을�확보할�수�있는�파트너사를�선정해야�해요��이를�기반으로�카드사와�수제�맥주사가�진행했던�두�가지�협업�사

례를�살펴볼까�해요��먼저�현대카드와�제주맥주가�협업한��아워에일�의�경우�출시�일주일�만에�CU편의점�수제�맥

주�1위를�달성하는�등�큰�관심을�받았었죠��반면�우리카드도�작년�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등�다수의�수제�맥주사

와�협업했으나�크게�주목을�받지�못했어요���아워에일�의�경우��맥주계와�금융계에서�새로운�문화를�선도하는�두

브랜드의�결합�이라는�메시지가�있었으며�두�브랜드의�개성이�모두�살아있었어요��하지만�후자의�사례는�우리카

드의�판촉�성격이�강하고�브랜드�간�연결고리가�약해�그�마케팅�효과가�미미한데�그쳤어요�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371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1/03/10/T56TPBPLIRD6FCXW5QBZIJOVC4/
https://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72853906


- 곰표 밀가루는 왜 패딩을 만들었을까… "콜라보레이션의 핵심은 의외성" (중앙일보, 2020-01-20) 

- 정태영 "아워 에일, 제주 지방색과 현대카드 재해석 조화" (비즈니스워치, 2020-12-04) 

-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언택트 출시 기념해 수제맥주 할인행사 (비즈니스포스트, 2020-07-09) 

- 웹툰부터 골뱅이까지, 맥주 콜라보의 시대 (마시즘, 2020-11-27) 

- [드링킷] 술과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아시아경제, 2020-04-19) 

⚠��콜라보�시�주의점

콜라보�마케팅이�소비자들의�이목을�끌자�너도나도�뛰어들고�있는데요��본질이�없는�형식적인�콜라보가�난무한다

는�지적도�있어요��수제�맥주�산업이�그�대표적인�예로���곰표�맥주�의�흥행�이후�편의점과�수제�맥주의�콜라보�상

품이�연일�출시되고�있죠��트렌드에�편승하기만을�위한�콜라보는�큰�마케팅�효과도�없을뿐더러�제품력이나�기획

이�부족하면�기존의�이미지마저�저해할�수�있어요��또한�마케팅�효과가�한�브랜드로�치우치는�경향도�있는데요��곰

표�맥주�역시�제조사인��세븐브로이�에�대한�언급량은�매우�적은�편이에요��이에�수제�맥주사들은�당장의�매출은

늘어도�장기적인�브랜딩�효과는�거의�보지�못하는�형국이죠��또한�의외성과�재미만을�추구하다�브랜드�이미지에

악영향을�주는�경우도�있어요��가령��GS리테일�과��모나미매직�의�콜라보�음료는�다소�억지스러워�보인다는�의견

과�아이들에게�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제기됐어요�

- '돈되는' 이색 콜라보 … 과하면 '독' 된다 (머니투데이, 2021-03-11) 

- 넘치는 식품업게 이색 콜라보레이션의 '명과 암' (메트로신문, 2021-03-15) 

https://news.joins.com/article/23685969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12/04/0010/rss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710
https://masism.kr/68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6160834746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008512153172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315500473


- [유통톡톡] 선 넘은 유통가 콜라보... 콜라보의 정지선은?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03-05) 

- "에르메스, 성수동, 워커힐호텔의 연결고리는?" 빅데이터 분석가가 콜라보 파트너를 고르는 법 (중앙일보,

2020-01-22) 

��금주의�업계�소식

- 이름 빼고 다 바꾼다… 오비맥주, 27년만에 리뉴얼한 '올 뉴 카스' 출시 (뉴데일리경제, 2021-03-12) 

- '수제맥주 맛집' GS25, 내친김에 맥주수출까지 한다 (머니투데이, 2021-03-10) 

- [신상NEWS] “딸기에 홀딱”…딸기에 빠진 식음료업계 (뉴스투데이, 2021-03-09) 

- NH證 "보복음주 시작…하이트진로·롯데칠성 실적 개선" (뉴스원, 2021-03-15) 

- LAMP, K-POP에 이어 K-LIQURE로 글로벌 주류시장에 도전 (IT비즈뉴스, 2021-03-13) 

- 이마트24, ‘전통주’ 디자인 워즈 대상 수상 (뉴데일리경제, 2021-03-15)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42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788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1/2021031100178.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009180867603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309500079
https://www.news1.kr/articles/?4240631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6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5/2021031500162.htm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