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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의 Global Dining Market-13

IN �1�9�7�8, a college dropout and John Mackey and his girlfriend 

borrowed $�4�5,�0�0�0from family and friends to open a small natural 

foods store in Austin, Texas. At the time, the organic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very small and no one expected this small start-up 

in the Texas Capital to amount to much. �3�0 years later, Whole Foods 

is now a leader in upscale gourmet replacement meals and organic 

products and boasts the highest sales per square meter of retail space 

in the entire supermarket industry.  Today almost all supermarket 

chains in America have organic sections, even Wal-Mart.  

In �1�9�9�0, an avid cyclist and healthy lifestyle advocate began selling 

freshly pressed juice and other healthy drinks, from a small store in 

San Luis Obispo. Twenty years later, the chain, now renamed Jamba 

Juice, has over �8�0�0 locations worldwide.  It has also spawned many 

competitors such as Robeks (�1�5�0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nd Boost 

Juice (�2�5�0+ stores) in Australia. The earliest entrant into the category, 

Smoothie King, which began operations in Kenner, Louisiana, now 

manages or franchises over �6�0�0 stores in the USA and South Korea.

The healthy drinks and smoothie business started slowly with a 

combination of very health concerned highly educated consumers 

and body builders. The target customers have expanded since then to 

include the over-weight, the young and some in the broad middle class 

who have the means to pay more for organic food and fresh juice.  

Coke and Pepsi have rapidly taken notice by introducing bottled water 

and actively seeking investments in packaged fresh juice, smoothie 

and coconut water companies. Soft drink companies are often 

targeted by health advocates for marketing their sugar filled products 

to children and being charged with aggravating obesity.

According to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the global smoothi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9 Billion by �2�0�1�5.  Even McDonald’s 
is getting into the business selling smoothies and crushes in both 

their standard units as well as McCafe stores.  In highly developed 

markets like Australia it is very common to see fresh juice drinks with 

carbonation as well as smoothies sold in almost all QSR outlets.

So there is no question that health and wellness is a fast growing 

business globally and offers companies in this secto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and their business, especially in developed Western 

countries like the USA, Canada, Australia/NZ, UK, and Europe. 

Asia is more of a tricky market given the history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Many smoothiechains have failed in Hong Kong, Mainland 

China and Singapore with consumers preferring to drink traditional 

Chinese hot soup with herbs and vegetables. Japan has no smoothie 

chains of any kind but with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the 

Japanese have become very health conscious and leading drugstores 

like Matsumoto Kiyoshi sell many health drinks and supplements to 

mix with water or juic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Japanese market 

is ripe for more health and wellness retail options.

In South Korea, the Smoothie King franchise is a success with over 

�1�0�0 locations nationwide. The young entrepreneur who founded the 

business, made significant adjustments to localize the concept and 

make it more receptive to Korean young people. Stores look more like 

coffee shops than drinks stores with bigger spaces and comfortable 

seating. The menu includes hot and cold drinks, coffee, desserts and 

savory lunch items.  Korea is known around the world for its "healthy" 

and "beauty" image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local Smoothie King 

marketing efforts.  The company hired Kim Yu-Na for a brief period 

once to establish credibility and increase brand awareness and the 

promotion was highly successful.

My feeling is that the food service sector will evolve with expanding 

health and wellness retail offerings aroundthe world.  The concepts 

will differ by country and region to take into account historical 

experiences with "food as medicine," but there is no question inmy 

mind that the trends are clearly set. Korean companies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capture some of this global market given their young 

female population obsession with health and beauty. Skin Food is now 

a leading skin care chain in many parts of Asia. Perhaps interesting 

food concepts will soon follow.

Health & Wellness Concepts are now Bi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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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키와 그의 여자 친구는 �1�9�7�8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과 친구들에

게 �4만�5�0�0�0달러를 빌려 텍사스 오스틴에 작은 유기농 식품가게를 열었

다. 당시 미국의 오가닉 시장은 매우 작았고, 텍사스 수도에서 시작한 소

규모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3�0년

이 지난 지금 ‘홀푸즈(Whole Foods)’는 고급 식사대용식과 유기농 제품 

그리고 전체 슈퍼마켓 분야에서 ㎡당 최고 높은 매출을 자랑한다. 현재

는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미국 전역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에는 

오가닉 섹션이 있다. 

�1�9�9�0년에 열렬한 자전거 애용자와 건강한 삶을 옹호하는 이들이 캘리포니

아의 샌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에서 갓 짜낸 주스와 다양한 건

강 음료를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후, ‘잠바 주스(Jamba Juice)’체인점
은 세계적으로 �8�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게 됐다. 미국에 �1�5�0개 지점이 있

는 ‘로벡스(Robeks)’, 호주에 �2�5�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부스트주스(Boost 

Juice)’와 같은 경쟁사들 역시 성장하고 있다.

가장 초기에 이 범주에 합류한 것은 루이지애나(Louisiana)주의 캐너

(Kenner)에서 시작된 ‘스무디킹(Smoothie King)’이다. 스무디킹은 미국과 한

국에서 현재 �6�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음료와 스무디 사업은 건

강에 관심 있는 교육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과 보디빌더들에 의해 천천히 시

작됐다. 고객은 비만인, 젊은 층 그리고 돈은 좀 더 내더라도 오가닉 푸드와 

신선한 주스를 마시고 싶어 하는 중산층으로 확대됐다. 

코카콜라와 펩시 또한 발 빠르게 생수를 소개했으며, 신선한 주스와 스무

디 그리고 코코넛워터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적극 모색했다.

소프트 드링크 회사는 종종 건강 옹호자에 의해 어린이에게 설탕 덩어리 제

품 홍보와 비만 악화에 책임을 지는 대상이 된다. 

GIA(Global Industry Analysts)에 의하면 세계 스무디 시장은 �2�0�1�5년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맥도날드도 맥카페 매장과 함께 스무

디 시장에 뛰어들었다. 호주 같은 스무디 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탄산이 든 

신선한 주스는 물론, 스무디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즉, 건강과 웰빙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며, 이 요

소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유럽 등 서양선진국에서는 

기업 사업 확장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중국 전통 약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는 다소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미 

다수의 스무디 체인점이 홍콩과 중국 본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실패를 맛

봤다. 소비자들이 중국 전통 허브와 채소 수프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 스무디 체인점이 없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사회와 함께 많

은 소비자가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으며 ‘마츠모토키요시(Matsumoto 

Kiyoshi)’와 같은 대형 약국에서도 다양한 건강음료와 물 또는 주스와 혼합

해 마시는 건강 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지금이 일본의 건강과 웰빙 시장 성장에 적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업을 발견한 젊은 사업가는 한국 현지화 콘셉트로 상당한 변화를 줬고, 

한국 젊은이들이 더욱 수용하도록 했다. 매장은 넒은 공간과 편안한 의자로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카페 같은 공간으로 꾸몄다. 메뉴는 따

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는 물론 커피, 디저트 그리고 맛있는 런치 메뉴도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미 ‘건강과 미’의 나라로 알려졌다. 스무디킹은 이를 

적절히 반영해 마케팅을 펼쳤다. 기업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된 피

겨선수 김연아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브랜드 이름을 널리 알렸고 광고는 

꽤 성공적이었다. 세계적으로 푸드 서비스 부문은 건강과 웰빙 제품의 확대

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음식을 약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나

라, 지역별로 콘셉트는 다르겠지만, 이 트렌드가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자

리 잡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한국 기업들은 건강과 미에 집착하는 젊은 여성들로 말미암아 세계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화장

품 업계를 선도하는 스킨푸드를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식품 

콘셉트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웰빙 콘셉트는 이제 큰 사업이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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