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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캔으로화분  청바지로컵홀더 

폐물건되살리는 업사이클링마케팅 뜬다

주위 재료에 아이디어 담아 자원 재활용

소비자참여이끌어착한기업이미지제고

위스키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100%몰트제품이인기를끌고있다

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약 71만3505상자(1

상자 50018병)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약 46% 감소했다

특히 세계 판매량 1위 조니워커와 2위

발렌타인이 국내 위스키 시장의 축소를

이끌었다 조니워커는 같은 기간 1만7632

상자가 팔려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 14

5% 줄었고 발렌타인은 2만6693상자가

팔려 13%가감소했다

이에비해싱글몰트위스키는꾸준히인

기를얻는모습니다

글렌피딕은올해 15월 9268상자가팔

려판매량이전년같은기간보다 8% 늘었

다 세계 판매량 2위 글렌리벳은 이 기간

국내에서 2406상자가 팔려 전년 동기 대

비392%증가했다세계최고가위스키인

발베니는 1015상자(179% 증가)가 팔렸

다

조니워커와발렌타인등블렌디드위스

키는몰트원액에그레인(귀리옥수수밀

등) 위스키를섞어만든혼합주다 이에비

해싱글몰트위스키는몰트를원료로첨가

물없이제조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술과 섞어 마시는 폭

탄주보다 술 자체의 풍미를 느끼려는 고

객이늘면서싱글몰트위스키를찾는고객

도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몰트(발아된 보리)

100%의 맛과 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싱글몰트 위스키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몰트 위스키만 취급하는 몰트 전용 바

가 서울에만약 50여곳에달한다고설명

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태극기가브라질월드컵을앞

두고전세계에서두번째로많이팔린국

기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팔린 국기는 월

드컵개최지브라질국기였다

25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이

베이가 월드컵 개최 직전 3개월 (3월15

월23)간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13개

국가에서의 국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태극기가세계에서두번째로많이팔

린국기로 집계됐다 1위는 월드컵 열기가

가장뜨거운개최지브라질국기가차지했

다 미국의성조기와영국 멕시코 이탈리

아 프랑스국기등도많이팔려나갔다

국기판매가일반적으로월드컵같은대

형스포츠이벤트를앞두고증가한다는것

을감안하면우리나라가월드컵열기만큼

은주최국브라질못지않았던셈이다

특히국내에서는 56월사이태극기를

비롯해 축구용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옥

션G마켓에서 최근 한달(5월236월22)

간 태극기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 700%

나 증가했다 태극전사들의 유니폼과 응

원복 등 축구 관련 용품도 같은 기간

100%증가했다

단일상품으로는월드컵공인구 브라주

카를 포함한 축구공의 판매 신장율이

165%로가장높았다

한편이베이가같은기간선수별유니폼

판매량을분석한결과아르헨티나의리오

넬메시의유니폼이가장많이팔렸다

2위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

두 3위는개최국브라질의네이마르다실

바로집계됐다

웨인 루니(영국) 스티븐 제라드(영국)

메수트 외질(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국

기유니폼 등 브라질 월드컵 관련된 상품

은 세계적으로 14만5000여 개가 판매됐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태극기 월드컵앞두고많이팔린국기 2위

싱글몰트위스키 내가제일잘나가

경기침체속판매량늘어

블렌디드위스키는 15% 감소

1위는개최국브라질국기

업사이클링이 유통업계의새로운마케팅화두로부상하면서업체들이 소비자들의자발적참여를이

끌어내는캠페인을활발히진행하고있다 매일유업이오는 30일까지진행하는일종의홈메이드화분

공모전인 제2회 그린팟공모전 공고(사진위)와 수선될때버려지는청바지밑단을활용해만든유니

클로와엔젤리너스커피의 리사이클컵홀더홍보모습 <엔젤리너스커피제공>

쓸모없어버려진물건을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유통업계의새로운마케팅화두로

떠올랐다 하나의소재를비슷한용도로재사용하는리사이클링(recycling)과달리업사이클링은버려

진물건뿐만아니라일상의모든것을소재로사용가능하다 주변재료를활용하기때문에비용이거의

들지않고누구나마음만먹으면새로운디자인과아이디어를반영할수있다는것도업사이클링의특

징이다 24일업계에따르면소비자들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브랜드로열티를높일수있고자원재

활용을통해착한기업이미지까지제고할수있는만큼유통업체의 업사이클링마케팅 트렌드는앞으

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매일유업에코맘대상 제2회그린팟공모전 진행

분유업체인매일유업은오는 30일까지다쓴앱솔루트

유기농 궁 분유 캔을 예쁜 화분으로 만드는 일종의 홈메

이드 화분 공모전인 제2회 그린팟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팟 공모전은 분유 캔 업사이클링과 유기농 퇴비 나

눔을 통해 영유아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

기위해기획됐다 공모전사전신청을통해증정하는퇴비

는 고창에 위치한 상하목장의 유기농 퇴비로 지난해에는

1100여명의에코맘이몰렸다

분유캔으로화분을만들고그사진을개인블로그에올

린후앱솔루트이벤트페이지에URL을등록하면간단하

게공모전에참가할수있다 그린팟우수작은내달 2일발

표되며내부심사를걸쳐 1등에게는고창과함께유네스코

에등재된제주도의유기농투어 2등은오가닉아기이불

3등은매일유업의앱솔루트유기농궁제품을증정할예정

이다

아비노차가운콘크리트속푸른도시텃밭마련

스킨케어용품전문업체인아비노는 3년전부터 놀라운

변화 캠페인을 통해 삭막한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푸른

도시텃밭을 조성해오고 있다 아비노 제품의 주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액티브

오트밀에서영감을얻은이캠페인은피부뿐만아니라작

은 손길로 우리 삶과 주변까지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메시지를담고있다

올해는 도시텃밭과 함께 아비노가 새롭게 시작한 건강

한변화이야기행사로 업사이클링캠페인도함께선보인

다 아비노는 일회용컵을 가지고 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

로일회용컵으로만드는 업사이클링에코포트 체험존과

생활속 업싸이클링을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업싸이

클링작품전시도함께진행할예정이다

엔젤리너스커피유니클로 재활용의류를상품으로

유니클로는 입지 않는 유니클로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

온고객들에게 리사이클컵홀더와 엔제리너스커피교환

권을 증정했다 지난 5일세계환경의날을시작으로재활

용을권장하고고객들에게환경보호에동참할수있는기

회를 마련하기 위해 엔젤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 한 것

이다

수선될 때 버려지는 청바지 밑단을 활용해 만든 유니클

로의 리사이클 컵홀더는 색상이 다양하고 한번 쓰고 버

려야하는기존의종이홀더와달리여러번사용할수있

다는장점이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업사이클링 이벤트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내세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

속 가능한 소비와 착한 소비가 트렌트로 부상하면서 단순

한제품재활용이아닌소비자의예술적재능을가미해참

여동기를부여하는경향이라고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글렌피딕 글렌리벳 발베니 맥캘란 벨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