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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

선수단��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애플사이더'는 댄싱사이더를 소개하는 수식어 중 하나죠. 그렇다면 '크래프트'란 대체 무얼까

요? 한국어로는 '수제'라고 번역되는 '크래프트'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막상 정확한 정의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크래프트'를 정의하는 물리적 기준과 그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해요. 정답이 있

는 주제가 아니기에 이번 뉴스레터를 읽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크래프트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아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   

수제맥주의�기준

수제맥주는�주로�소규모의�독립적인�양조장에서�생산된�맥주를�일컬어요��하지만�최근�대기업이�수제맥주�시장에

적극적으로�진출하고�수제맥주사가�상장을�하는�등�그�기준이�모호해지자��수제�의�정의와�범위에�대한�의문들이

제기되고�있어요��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는�수제맥주의�자격을�크게�3가지�기준인�소규모�연간�4만㎘�미만�생산��

독립성�주류사업�영위하는�대기업�지분율�33%�이하���지역성�국내생산�비율�80%�이상�으로�정의하고�있어요�

올해�초만�해도�연간�생산�규모의�제한이�1만㎘였으나��제주맥주�등�이�기준을�넘기는�회원사들이�다수�생기면서

자격�요건이�확장되었다고�해요��한국수제맥주협회가�참고한�미국�양조협회의�수제양조장�기준은�연간�6백만�베

럴�약�95만㎘)�미만의�생산�규모와�주류사업을�영위하는�대기업�지분율이�25%�이하인�독립성을�명시하고�있어

요��두�나라�모두�기준의�항목은�유사하지만�그�수치에선�차이가�남을�확인할�수�있어요��생산�규모의�차이는�시장

규모의�차이에서�기인할�수�있지만�독립성의�기준은�우리나라가�더욱�관대한데요��이는�각�나라에서�수제�맥주가



성장한�배경이�다르기�때문이에요��영미권에서는�로컬�양조장들을�기반으로�수제맥주�시장이�형성되고�확장됐으

나�우리나라에서는�로컬�양조장들이�뿌리를�깊게�내리기도�전에�대기업의�주도로�시장이�확장되고�있죠��특히��수

제�맥주�4캔�만�원��마케팅과�이종�산업�간�콜라보�등으로��수제�의�이미지가�소비되고�각인되고�있어요��그�영향으

로�단기간에�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긴�했으나���수제�의�정의와�가치가�상업적으로만�소비되고�있다는�비판도�피

하긴�어려워�보여요�

- 공장에서 대량생산 하는데도 수제맥주? (한겨레, 2021-03-29) 

- 대기업 진출한 수제맥주 시장, '수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2021-01-22) 

- Craft Brewer Definition (Brewers Association) 

- [토요판 커버스토리]수제맥주의 역사…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동아사이언스, 2016-05-14) 

크래프트�정신

미국�양조협회에서는�수제�양조장에�대한�물리적�기준뿐�아니라�그�정신과�특징들에�대해서도�명시하고�있어요�

다음은�그중�일부를�발췌한�거에요��

- 수제맥주와 수제 양조사들의 특징은 혁신이다. 수제 양조사들은 정통 스타일을 색다르게 해석하고 전

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한다. 

- 수제맥주는 주로 맥아 보리 등 전통적인 재료들을 활용하되, 개성을 주기 위해 흥미롭고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들을 종종 추가한다. 

- 수제 양조사들은 양조의 대상과 보편적인 독립성에서 정직을 유지하고, 비(非) 수제 양조사들의 실질

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88571.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37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20%20-
https://www.brewersassociation.org/statistics-and-data/craft-brewer-definition/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109


기본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되 정직한 양조를 특징으로 하는 크래프트의 정신은 그 맛뿐 아니라 문화에서

도 강한 개성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해외의 다양한 수제 양조장에서는 그 특유의 '크래프트 정신'을 발

휘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수제맥주 양조장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양조장 직원

을 비하한 진상 고객을 조롱하는 맥주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크래프트의 특징은 비단 맥주 산업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크래프트 콜라를 제조하는 일본의 이요시 콜라의 경우 그 제조법을 한약에

서 차용하고, 드립 커피처럼 즉석에서 크래프트 콜라를 제조하는 등 기존 상식을 뒤집는 혁신적인 접근

으로 일본에 크래프트 콜라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 로컬에 번지는 ‘크래프트’ 정신 (조선일보, 2020-10-06) 

- ‘마스크 진상 고객’을 참교육한 미국 수제맥주 증류소 (소믈리에타임즈, 2021-03-20) 

- “생맥주 대신 생콜라” 일본 ‘수제콜라’ 열풍 따라잡기 (일요신문, 2021-07-07) 

- Brewery and IT firm collab to create first Croatian ‘tech’ craft beer with a message (Croatia Week, 2021-07-

09) 

- How ‘craft’ is driving key trends in the alcoholic drinks market (New Food Magazine, 2019-08-07) 

📌��금주의�업계�소식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0/10/06/6TWG6PI2CJA55BVKGW6VQ33AFQ/
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7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6307
https://www.croatiaweek.com/brewery-and-it-firm-collab-to-create-first-croatian-tech-craft-beer-with-a-message/
https://www.newfoodmagazine.com/article/89838/key-trends-alcoholic-market-craft/


- '곰표맥주' 세븐브로이, 첫 기관 투자유치 성공 (더벨, 2021-07-09) 

- '제2의 제주맥주' 발굴…오디션 개최 (한경닷컴, 2021-07-12)

- 플래티넘맥주, 수제 맥주 신제품 '술고래' 출시 (연합뉴스, 2021-07-07) 

- "술술 안 풀리네" 코로나·장마 겹악재 덮친 주류업계 (머니투데이, 2021-07-08) 

- 비오면 역시 막걸리… 장마에 매출 껑충 (조선일보, 2021-07-07) 

- 롯데百, 와린이 위한 무알콜 와인 내놨다 (파이낸셜뉴스, 2021-07-12) 

- 다급한 일본, 금주령 내렸다…도쿄 모든 음식점 술 판매 금지 (중앙일보, 2021-07-12)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07142115888010179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24845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148400848?input=1195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814454439971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7/08/DJYTSIKZ5NH4FGZNX2AOT4T2W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0-
https://www.fnnews.com/news/202107120855209432
https://news.joins.com/article/24103572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