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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uts an�d i�ce �crea�m are a �bi�g �b�usiness in �man�y �co�untries �b�ut 

espe�cia�l�l�y in �Korea�. T�he S�PC �gro�up �has rea�l�l�y �ma�de t�hese �D�un�kin 

�Bran�ds �con�cepts part of t�he o�vera�l�l �lifest�y�le an�d �I a�m s�ure t�hat �yo�un�g 

�Korean �wo�men �de�ve�lop �lar�ge �cra�vin�gs for t�hese s�ma�l�l s�weet in�d�u�l�gen�ces 

after a fe�w �da�ys apart fro�m t�heir �last taste�.  T�hese �con�cepts e�vo�l�ve�d 

o�ver ti�me into Cafes after t�he �lan�din�g �b�y Star�b�u�c�ks an�d S�PC �has �b�ui�l�d 

�man�y �more Cafe �con�cepts �b�ui�l�d aro�un�d �ba�ker�y an�d �coffee s�u�c�h as 

�Paris Croissant an�d Caffe �Pas�c�u�c�ci�. �It is �q�uite a�ma�zin�g to see so �man�y 

�Korean �wo�men eatin�g s�weets e�ver�y �da�y �wit�h a fa�vorite �be�vera�ge in a 

�cafe of so�me �kin�d�.  

�O�utsi�de of �Japan an�d �Korea�, t�he s�u�c�cess of �don�uts an�d �coffee �has �been 

�more �li�mite�d per�haps �d�ue to t�he �lo�ca�l �c�u�lt�ure �b�ut a�lso possi�b�l�y t�he 

�lesser inf�l�uen�ce of t�he �US�A �lifest�y�le�.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ha�ve si�gnifi�cant �don�ut �c�hains 

�b�ut t�he foo�d t�ype is s�lo�wer to �cat�c�h on in �Hon�g �Kon�g an�d C�hina �w�here 

�lo�ca�l �desserts are �more pop�u�lar an�d pri�ce is a �bi�g fa�ctor�. �Dair�y �Q�ueen 

�(�D�Q�) is a stron�g presen�ce in C�hina an�d T�hai�lan�d �wit�h �5�0�0 an�d 1�5�0 stores 

respe�cti�ve�l�y �b�ut s�u�c�cess in ot�her �Asian �mar�kets �has pro�ve�d e�l�usi�ve�. 

�Bas�kin �Ro�b�bins �(�B�R�) �has �met �wit�h �mini�ma�l s�u�c�cess in ot�her �Asian 

�mar�kets e�x�cept for �In�dia �w�here t�here are o�ver �5�0�0 �lo�cations no�w�. �In so�me 

�cases t�his is �d�ue to t�he �Master �Fran�c�hise �mo�de�l �w�here �b�y fin�din�g �goo�d 

partners is �ver�y �hit an�d �miss �b�ut �lifest�y�le a�lso p�la�ys a �bi�g part�. 

�Hon�g �Kon�g an�d Sin�gapore are �ver�y interestin�g �case st�u�dies�. T�he�y are 

�bot�h for�mer �Britis�h �co�lonies �wit�h stron�g internationa�l inf�l�uen�ces �b�ut 

a�lso a �uni�q�ue �lo�ca�l foo�d �c�u�lt�ure�.  �Ma�xi�ms �Gro�up �do�minates t�he �ba�ker�y 

se�g�ment in �Hon�g �Kon�g an�d it is �ver�y �co�m�mon to see offi�ce �wor�kers 

�carr�yin�g a �Ma�xi�m’s �b�un �wit�h t�he�m to �wor�k �w�hi�c�h �can �be s�weet or 
sa�vor�y�. �Krisp�y �Kre�me �ca�me to �Hon�g �Kon�g se�vera�l �years a�go an�d �was 

no �mat�c�h for t�he �ho�me to�wn fa�vorite �ba�ker�y s�weet an�d �c�lose�d s�hop 

soon after�. �I�ce �crea�m �c�hains �li�ke �B�R an�d �D�Q �do not e�xist in �Hon�g �Kon�g 

eit�her�.  �Haa�gen �Da�zs is a s�ma�l�l presen�ce an�d is re�lati�ve�l�y s�u�c�cessf�u�l 

�wit�h its �ups�ca�le i�ma�ge an�d �Ben �& �Jerr�y’s a�lso �has a �li�mite�d n�u�m�ber 
of retai�l stores in t�he territor�y�. T�he �lar�gest se�l�ler of i�ce �crea�m is 

�M�c�Dona�l�d’s �w�here a soft ser�ve �cone �costs �US�D �5�0 �cents�. W�hen not in 

�M�c�Dona�l�d’s �Hon�g �Kon�g �cons�u�mers �us�ua�l�l�y �get t�heir i�ce �crea�m fi�x at t�he 
near�b�y �con�venien�ce store or a s�uper�mar�ket�.

�Neit�her �B�R nor �D�Q is a fa�ctor in Sin�gapore eit�her�.  �M�c�Dona�l�d’s 
�do�minates t�he fast foo�d s�cene an�d t�he �co�untr�y �has no s�horta�ge of 

�con�venien�ce stores an�d s�uper�mar�kets eit�her�.  �On t�he �don�ut front�, 

Sin�gaporeans �lo�ve t�he �ver�y �uni�q�ue taste of �In�donesian �don�ut �c�hains 

�li�ke �J Co�.  �It is a �ver�y a�c�q�uire�d taste if �yo�u are not Sin�gaporean �b�ut 

t�he �lo�ca�ls �lo�ve it�. �I �do not t�hin�k t�hat �Mister �Don�ut�, �Krisp�y �Kre�me or 

�D�un�kin �Don�ut �has �m�u�c�h of a �c�han�ce �here�. 

�It is �c�lear �ho�we�ver�, t�hat �Asians �lo�ve t�heir s�weets �b�ut �ma�y�be not t�he 

�A�meri�can �kin�d�.  �An interestin�g p�heno�menon is t�he rapi�d �gro�wt�h of t�wo 

�lo�ca�l �Hon�g �Kon�g �dessert s�hop �c�hains se�l�lin�g So�ut�h C�hina�/�Hon�g �Kon�g 

st�y�le �desserts �us�ua�l�l�y in�c�l�u�din�g in�gre�dients �li�ke �co�con�ut �mi�l�k�, �man�go�, 

re�d �bean an�d sti�c�k�y ri�ce�. 

�Hone�y�moon �Dessert is a �lo�ca�l�l�y o�wne�d �c�hain �wit�h 1�6�8 stores in fi�ve 

�Asian �co�untries �b�ut t�he �bi�g�gest presen�ce is in C�hina �w�here t�here are 

a�lrea�d�y 1�4�0 stores�. T�his is a �cafe st�y�le �dessert s�hop t�hat f�u�lfi�l�ls t�he 

sa�me nee�ds as �D�un�kin �Don�uts in �Korea �b�ut t�he taste is �more s�uita�b�le 

to t�he C�hinese peop�le�. �Peop�le �lin�ger for �lon�g ti�me perio�ds o�ver t�heir 

se�le�cte�d treats �w�hi�le �gossipin�g a�bo�ut t�he �latest ne�ws�. �I �do�u�bt t�hat t�he 

�Hone�y�moon �Dessert �con�cept �wo�u�l�d �wor�k in t�he �US�A or �E�urope �b�ut it is 

t�he perfe�ct �dessert �bran�d for C�hina�. W�hi�le �hi�g�h rents �ha�ve restri�cte�d 

t�he �con�cept to on�l�y 1�5 stores in �Hon�g �Kon�g�, t�he �co�mpan�y a�dopte�d a 

�Master �Fran�c�hise strate�g�y �w�hi�c�h �has �been s�u�c�cessf�u�l�l�y e�xe�c�ute�d �gi�ven 

t�he si�mp�le operations in�vo�l�ve�d�.  

�H�ui �La�u S�han is anot�her �Hon�g �Kon�g �dessert �con�cept on t�he �mo�ve�. T�he�y 

fo�c�us �more on �man�go inf�l�uen�ce�d s�weets an�d �ha�ve a �lar�ge �drin�ks �men�u 

as �we�l�l�. T�heir presen�ce is stron�ger t�han �Hone�y�moon in �Hon�g �Kon�g 

�w�here t�he�y �ha�ve �4�9 stores an�d t�he�y �ha�ve �been s�lo�wer to �mo�ve to C�hina 

�w�here t�here are �4�7 stores to �date�.  T�he f�ut�ure is sti�l�l �bri�g�ht for t�he 

�bran�d �gi�ven t�he enor�mo�us �de�man�d for C�hinese �desserts in C�hina eaten 

in �c�lean en�viron�ments �wit�h �goo�d ser�vi�ce�.  �A �Hon�g �Kon�g �base�d �Pri�vate 

�E�q�uit�y fir�m o�wns t�he �con�cept �w�hi�c�h �ma�y e�xp�lain �w�h�y t�he�y �ha�ve a �lar�ge 

presen�ce in t�he territor�y as �hi�g�h rents an�d �hi�g�h �la�bor �costs �us�ua�l�l�y 

�deter �dessert Cafes�.

We �can rea�c�h so�me �basi�c �con�c�l�usions fro�m t�hese �cases�.  �First�, �most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s�weets an�d �desserts �b�ut �w�hat t�he�y �li�ke 

is �q�uite �different an�d it �depen�ds on t�he �lo�ca�l foo�d �c�u�lt�ure an�d peop�le’s 
prior e�xperien�ces�.  Se�con�d�, t�he �le�ve�l of s�weetness an�d �hea�viness is a �bi�g 

iss�ue for �Asians�.  �Desserts ten�d to �be �li�g�hter an�d �less s�weet �co�mpare�d 

to t�he �A�meri�can or �E�uropean �variet�y�. T�hir�d�, �Asian inf�l�uen�ce�d �desserts 

�can �co�mpete �wit�h t�he internationa�l �c�hains if t�he�y �ha�ve �capita�l an�d 

�goo�d �mana�ge�ment�. �No�bo�d�y or�daine�d t�hat t�he �Korean peop�le �wo�u�l�d �lo�ve 

�don�uts�.  S�PC ta�u�g�ht t�he�m to �li�ke t�he�m an�d �b�ui�lt a �u�bi�q�uito�us store 

presen�ce to �create �hi�g�h �bran�d a�wareness�. �I a�m s�ure t�hat a �creati�ve 

entreprene�ur �can a�lso �de�ve�lop a �lo�ca�l �Korean �dessert �con�cept �wit�h 

e�q�ua�l s�u�c�cess�!

�Dessert Con�ce�pts Bring �S�weet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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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도넛과 아이스크림이 비즈니스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S�PC그룹의 던킨 도넛 브랜드는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콘셉트를 뒀고�, 한국 젊은 여성들의 작

고 달콤한 사치에 대한 열망을 점점 더 키워갔다�. 스타벅스와 S�PC가 한

국에 들어오고부터 카페의 진화가 계속됐다�. 동시에 파리 크라상�(�Paris 

Croissant�)�, 카페 파스쿠치�(Caffe �Pas�c�u�c�ci�)와 같은 베이커리와 커피를 중

심으로 한 카페 형식의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 여성들

이 매일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카페에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꽤 

인상적인 일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 도넛과 커피시장 성공여부가 제한적인 데

는 각 지역 문화가 있다는 점과 또한 아마도 미국 생활 방식에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도 상당한 특정 도넛 브

랜드가 있다�. 하지만 음식 타입에 있어 자국의 디저트가 더 인기 있는 홍

콩과 중국의 유행속도보다 느리며�, 가격부문도 한 몫을 했다�. 데어리 퀸

�(�Dair�y �Q�ueen�)은 현재 중국과 태국에 각각 �5�0�0개와 1�5�0개의 지점을 가지

고 있는 비교적 성공한 브랜드지만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다�. 베스킨 라빈스도 �5�0�0여개 점포를 둔 인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성공에만 부응한다�. 이러한 경우는 파트너에 따라 성

공여부가 판가름 나는 체인 영업권 형태이며�, 각 나라의 생활방식 또한 중

요한 부분이다�.

여기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있다�. 두 나라 모

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음과 동시에 자국

의 음식 문화 역시 독특하다�. 홍콩 베이커리 부문에서 석권하고 있는 맥심

스�(�Ma�xi�ms�) 그룹의 달콤한 풍미의 맥심스 번을 들고 회사로 출근하는 홍

콩의 회사원도 쉽게 볼 수 있다�. 크리스피 크림은 몇 년 전 홍콩에 진출했

지만 홍콩 본거지의 인기 있는 베이커리를 당해내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

아 문을 닫았다�.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베스킨 라빈스나 데어리 퀸도 마찬

가지다�. 하겐다즈와 벤앤제리즈�(�Ben �& �Jerr�y’s�) 역시 적은 수의 매장을 가

지고 있지만�, 하겐다즈의 경우 자신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비교적 성공적으

로 잘 알린 사례다�. 미국 돈 �5�0센트인 맥도날드 소프트 아이스크림콘이 아

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홍콩 소비자들은 맥도날드가 없을 때

는 대부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베스킨 라빈스와 데어리 퀸이 없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패스트

푸드 시장은 맥도날드가 독점했으며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부족하지 않다�. 

도넛 브랜드로는 제이코�(�J Co�)처럼 독특한 맛의 인도네시아 도넛 체인점이 

싱가포르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싱가포르인이 아니라면 독특한 맛의 도넛

을 차츰 좋아하게 되겠지만�, 싱가포르인은 이 도넛 맛에 푹 빠진다�. 그 외 

미스터 도넛�, 크리스피 크림 그리고 던킨 도넛 등은 싱가포르에서 더 이상

의 기회는 없다고 본다�. 

아시아인이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동일한 맛

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중국 남부에 두 개의 홍콩지역 디

저트 전문점 체인이 급속한 성장을 하는데�(홍콩 스타일 디저트�) 보통 식재

료로 코코넛 밀크�, 망고�, 팥 그리고 쫄깃한 쌀이 들어가 있다�.

지역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허니문 디저트�(�Hone�y�moon �Dessert�)는 아

시아 �5개국에 총 1�6�8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중국에만 1�4�0개의 

지점이 있다�. 이곳은 카페 형식의 디저트 숍으로 한국의 던킨 도넛과 비슷

한 형식이지만 맛은 좀 더 중국인이 선호하는 맛이다�. 사람들이 고른 메뉴

가 나오는 동안 최신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이곳에서 오래 머무른다�. 

이러한 콘셉트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통하리라 생각하지만�, 중국에 완벽하

게 알맞은 디저트 콘셉트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홍콩에서는 1�5개의 매장 

밖에 세울 수 없지만 허니문 디저트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간단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인 허유산�(�H�ui �La�u S�han�)은 지금 홍콩에서 한창 뜨고 있는 

디저트 브랜드다�. 이곳은 망고를 이용한 디저트와 다양한 음료 메뉴를 앞

세우고 있다�. 허유산은 허니문 디저트보다 홍콩에서 인지도가 더욱 높다�. 

홍콩에만 �4�9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4�7개점으로 천천

히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쾌적한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먹는 중국

식 디저트의 수요는 중국에서 점점 거대해 지고 있으며 미래 또한 밝다�. 홍

콩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홍콩 디저트 카페 시장

의 큰 성장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한다�. 하지만 취향은 각 나라별로 확연히 다르며�, 이

는 그 나라의 음식문화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미국과 유

럽의 디저트에 비해 아시아의 디저트는 단맛이 덜하고 가볍다�. 이처럼 단맛

과 진함의 정도도 아시아 디저트시장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식 디저트라고 해도 국제적인 체인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과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누구도 한국인이 도넛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S�PC는 ‘한국인은 

도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버린 브랜드이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

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었다�. 창의적인 사업가라면 한국식 디저트 

콘셉트 브랜드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디저트 콘셉트가 달콤한 이익을 가져온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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