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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의�맥주�전쟁

선수단��안녕하세요��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잘 시작하셨나요? 최근 댄싱사이더에 서울 오피스가 생기고, 새로운 선수들이 합

류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 앞에선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선수들, 서울 오피스에 정착한 선수들, 또 새로 합류한 선수들 모두. 각자가 마

주한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궁금해지는 수요일 아침이에요.  

최근 수제맥주 산업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고 있어요. BBQ와 교촌F&B 등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수제맥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

'치맥 전쟁'의 개요와 그 내막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치맥�전쟁

최근�코로나19의�여파로�배달�수요가�급증함에�따라�치킨업계는�유례없는�호황을�누리고�있어요��작년�치킨업계

빅3�교촌F&B�bhc�BBQ�는�모두�사상�최대�매출을�기록하였으며��이에�힘입어�경쟁적으로�신사업을�확장하고�있

죠��치킨업체들의�대표적인�신사업이�바로�수제맥주인데요��BBQ는�현재�경기도�이천에�연간�최대�150만ℓ�생산규

모의�수제맥주�양조장을�준비�중이며�올�9월부터�본격적인�가동에�나설�예정이라�밝혔어요��BBQ는�이미�지난해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와�함께��BBQ�Beer��6종을�선보이며�수제맥주�산업에�진출한�바�있죠��그런가�하면�교촌

F&B는�수제맥주�브랜드��문베어브루잉�을�운영�중인�인덜지의�수제맥주�사업부를�최근�인수했어요��이번�인수를

통해�교촌F&B는�강원도에�450만ℓ�규모의�맥주�양조장을�확보하게�됐죠��교촌치킨은�모든�인수�절차가�마무리되

는�오는�하반기부터�자체�수제맥주를�판매할�계획이라�해요��한편�수제맥주�업체인�카브루는�최근�토종닭을�활용

한�색다른�치맥�페어링을�제안하며�관심을�끌기도�했는데요��관련�소식들을�아래�기사에서�자세히�확인해볼까요�

- 이번엔 '치맥 전쟁'… '교촌 vs BBQ' 수제맥주 승기는 누가 잡을까 (뉴스핌, 2021-05-07) 

-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실패한 LF의 수제맥주 사업, 교촌은 성공시킬까? (서울신문, 2021-05-20) 

- bhc 교촌에프엔비 제너시스비비큐, 수제맥주 놓고도 한판 크게 붙나 (비즈니스포스트, 2021-05-30) 

- BBQ, 수제맥주 시장 진출…비비큐 비어 6종 개발 (이코노믹리뷰, 2020-07-07) 

- 카브루, 서울대 푸드비즈랩과 '수제맥주x토종닭' 산학협력 (이데일리, 2021-05-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60010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1023004&wlog_tag3=naver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3755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1126629047936&mediaCodeNo=257&OutLnkChk=Y


�그�내막

치킨�업계가�이렇게�공격적으로�수제맥주�산업에�진출하는�이유는�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함이에요��최근�코

로나19의�수혜를�톡톡히�보긴�했지만��치킨�업계는�예전부터�포화�상태에�다다른�산업으로서�경쟁이�매우�치열하

고�그�성장�여력이�제한된�편이라�평가받죠��이에�치킨�업계는�수익의�다변화를�꾀하고�둔화된�성장에서�새로운�동

력을�발굴하기�위해�신사업�전개에�박차를�가하는�상황이에요��실제로�치킨�업체들은�수제맥주�뿐�아니라�HMR*

시장이나�외식�브랜드�등으로�포트폴리오를�확장하고�수익�다변화에�힘쓰는�유사한�행보를�보이고�있어요��특히

수제맥주�시장의�가파른�성장세와�치맥의�페어링�효과를�노리며�치킨업계의�맥주�전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에

요��또한�수제맥주의�판매는�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과�본사가�윈윈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이기도�해요��수제맥

주를�매장에서�판매할�경우�수익률이�높아�점주들이�마다할�이유가�없으며��본사�입장에서는�생맥주를�생산�및�보

관하는�용품을�가맹점에�공급하는�과정에서�추가�수익도�노릴�수가�있는�것이죠�

*HMR(Home Meal Replacement):�짧은�시간에�간편하게�조리하여�먹을�수�있는�가정식�대체식품

- BBQ 이어 교촌도…'수제맥주' 카드 빼든 이유 (비즈니스워치, 2021-05-06) 

- BBQ, 패밀리 상생협력 개최… "수제맥주 활성화, 신제품 매출 증대 힘 모으자" (글로벌이코노믹, 2021-05-24)  

- HMR 받고 수제맥주 더 … 서른살 교촌의 도전 (더스쿠프, 2021-05-25) 

- 성장페달 멈추지 않는 치킨산업...빅3, 1조 팔아 2000억 남겼다 (머니투데이, 2021-05-08) 

��금주의�업계�소식

- 전통주갤러리, 6월 1차 상설전시주 ‘창업 5년 이하 신생 양조장 술’ 진행 (서울경제, 2021-05-31) 

- 주류업계, 홈술·혼술족 공략… 저칼로리부터 이색 협업까지 (뉴데일리경제, 2021-05-31) 

- 식음료업계, 국산 쌀로 만든 찐 미(米) 제품 눈길 (뉴시스, 2021-05-28)

- ‘1분에 5병’ 이마트24 와인, CU 곰표 밀맥주에 도전장 (한국일보, 2021-05-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81674&cid=40942&categoryId=32109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1/05/06/0023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52415160445492500a1b5d6_1/article.html?md=20210524154158_R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72157151113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KOZKQZF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31/2021053100094.html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7_0001454862&cID=13001&pID=130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013050000101?did=NA


- 맥주·와인 돌풍 예감…박윤기號 롯데칠성음료, 실적 기대감↑ (월요신문, 2021-05-24)  

- 홈술의 '빈익빈부익부'…줄폐업 내몰린 로컬 위스키‧영세 수제맥주 (조세금융신문, 2021-05-28)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48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5397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